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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9%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고용상황은 크
게 호전되지 않고 연간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자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2007년에 미국에
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거시경제
변수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년간 지속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2008년 경제전망은 2007년 중반에 전망한 수치들보다 하향 조정
되고 있으며, 2008년 고용전망 또한 낙관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7년 연말부터 신
규고용 성장률의 급락, 실업률의 상승, 장기 실업자의 증가 등 일련의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면서 소비의 감소, 투자 위축 등 경제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세계 각국의 2008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고용정책 중 하나인 고용촉진정책은 그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긴급경기부양책을 통해 축소되고 있는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고 고용의 감소를 막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극
복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회
복되어야 고용 또한 악화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 취업률의 향상을
위해 고용대책법을 개정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고용대책, 고용지원서비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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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경제성장을 지향하면
서 향후 5년간 실업률을 5%로 줄이고 고용률을 7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개
혁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35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 경직된 법제도를 유연화하고, 일∙고
용∙구매력 증진을 위한 법(TEPA법)의 추진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의 구매력을 향상
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경제성장률을 10.9%로 전망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고용촉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연간 9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
고, 해직실업자 500만 명의 재취업을 확보하며, 40~50대 100만 취업곤란 대상자의 취업을 실현하
며, 실업률을 4.6% 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95146’
정책을 2007년에 추진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이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Reform)과 근로자 자유선택법
안(Employee Free Choice Act)이 2007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며, 장시간근로의 시정과
일∙가정 양립은 정부나 일본 노사가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장을 보
다 유연화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직업교육 및 고용관련 공공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도입하는 정책 실행방안을 추진하는 데 노∙
사∙정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슈가 주요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은 노동관련법들이 새로 시행되는 2008년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 증가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그
동안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요약하면 2008년 세계 각국의 고용전망은 좋지 않으며,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던 문제
들 또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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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2008년 미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지민웅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현재 미국 사회는 겨울을 실감하지 못할 만큼 두 가지 이슈로 뜨겁다. 올 연말에 있을 미국 대통
령선거에서 과연 최초의 여성 대통령 혹은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시간이 가까
워질수록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동시에 부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관료들과 당파를 초
월한 정계 인사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까지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들
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매스미디어들은“2008년은 잊고 싶은 한 해가 될 것이다”
,
“2008년의 미국 경제 이미 불황은 시작됐다. 문제는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등의 자극적인 기사
들을 연일 울려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난 2년간 미국 경제의 급추락을 경고하는 전망이 연초에
늘 대두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비관적인 전망만이 난무했던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지만 명쾌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이슈들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불어닥친
불황 속에서 경제 주체로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노동자 개인으로
서는 어떻게 해야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해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
는지가 대부분 사람들의 회자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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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재화와 서비스의 유발 수요(derived demand)임을 감안하면, 2008년 미국 노
동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의 미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노동시장 지표, 특히 고
용지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작년 12월의 고용지표 발표 전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비관적인
전망만 득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7년 초의 전망과는 달리 작년 여름 내내 미국 경제는
지난 4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성장을 낳았다. 일례로 3/4분기에 주요 경기지표 가운데 하
나인 국내총생산의 성장률과 소비지출성장률은 각각 4.5%와 2.8%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4/4분기에 경기는 급격히 추락하여 국내총생산성장률은 1.5%, 소비지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때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택시장의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비우량담보대출) 사태로‘촉발’
된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일제히 경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4/4분기의 경기침체를 단지 주택시장의 슬럼프와 신용 경색이‘낳은’
일시적인 소비 위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면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들어섰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이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애써 축소 해석하거
나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지표, 특히 고용
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용은 미국 경제성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출
발점으로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가장 잘 대변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소비심리 및 생산활동이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부시행정부를 비롯한 낙관론자들은 주목했던 것이다. 즉 이들은 악화되지 않은 고용지표를
근거로, 여러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근본(fundamental)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
일시적인 후퇴기를 슬기롭게 보내고 나면 다시금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 1월 초 미국 노동부가 작년 12월의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조심스러운 낙관론마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2월의 실업률인 5%는 뉴얼
리언즈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급증했던 2005년 11월의 실업률 이래 최고인 수치
였다. 또한 1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11월에 비해 약 10여만 개 줄어든 것이자 많은 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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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예상했던 9만 4,000여 개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로서, 근 4년간의 어떤 달( )도 이보다 적
은 일자리 증가를 보인 적은 없었다. 적지만 그래도 양(+)의 수를 기록했던 12월 일자리 증가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참담하다. 정부직과 의료 및 음식서비스 부문에서만 일자리 증가가 있었
을 뿐, 그 외 모든 부문-심지어 소매업에서조차-에서 일자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1) 특히 경기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약 1만 7,000여 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4/4분기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와 더불어 대폭 하락한 12월의 고용지표를 두고 대다수의 전문가
들은 미국 경제가 불황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평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연
말쇼핑 시즌이 포함된 4분기의 국내총생산, 소비성장률, 일자리 증가수, 그리고 실업률이 최악이었
는데 2008년이라고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겠느냐며 더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2008년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이러한 암울한 전망이 1월 현재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2월 1일 공개한 자료에 따
르면2), 미국의 1월 비농업부문 일자리수는 1만 7,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줄어든 것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1월에 7만여 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던
당초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 것이자, 지난 2003년 8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
이다. 반면 실업률은 작년 12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작년 12월의 실업률이 근 4년간 최
고였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1월에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주택시
장의 침체와 신용경색 등의 악영향을 상쇄하며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노동시장이 지
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낙관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1) 2007년 12월에 정부직과 의료 및 음식서비스업에서는 총 5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소매
업에서는 2만 4,000개, 금융서비스업에서는 7,000개, 그리고 건축업에서는 4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 http://www.bls.gov/news.release/pdf/emps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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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약관화해진 불황 국면에서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을 서둘러 벗어나게 하고자 부시행
정부와 하원은 합동으로 1월 24일 긴급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비록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
원이 이 부양책보다 더 광범위한 것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되는 듯했으나 지난 2월
7일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기타 법안 처리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부시대통령이 처
음 제안한 규모보다 약 50억 달러 더 많은 1,52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상원이 승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 중순부터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1,800달러까지, 고
령자 및 장애 퇴역병으로 대표되는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연 소득이 3,000달러 미만
의 저소득층의 개인은 1인당 최대 3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긴급
경기부양책을 두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빨리 처리되어 경제에 긴급 수혈할 수 있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그것이 경제 및 노동시장의 국면 전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가장 극단적인 반응은 서브프
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돈 몇 푼씩 나눠 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비록 이 정도의 비관적인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하위 소득 40% 계층(people with incomes in the bottom 40
percent)에게 지급하게 될 세금 환급액의 비율이 전체 환급액의 1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한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분석을 감안하면3),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금 환급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욱 크게 진작될
것임은 당연지사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실제 통과된 긴급부양
책은 그 정책 대상(target)을 완전히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법안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
유는 이번 부양책이 현재 노동시장 악화의 주범을 치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유례없는 증가와 일자리수의 예상치 못한 감소보다 더욱 전문
3) http://www.epi.org/content.cfm/newsflash_080123_missed_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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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엄청난 수의 장기실업자와 그것의 지속되는 증가 추세이다.
작년 12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300만 명으로 2007년 전체 평균에 비
해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더욱 크게 증가하여 1월의 경우, 실업상태에 머무는 기
간을 지난 12월에 비해 평균 5.4%나 연장시켰다.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규모와 증가 추세는 그 주
된 원인이 일시적인 경기후퇴가 아니라 노동력의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알려준
다. 쉬운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이들 장기실업의 문제가 경제학자들을 현재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장기실업자의 현재 규모가 마지막 불황이었던 2000년 직전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4)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는 단기실업자에 비해 소비지출 및 저축의 행태 등을 구조
적으로 크게 줄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규모의 확대는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장기실업에서 벗어나고자 낮은 임금의 직장에도 선뜻 취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고용지표는 개선될지 몰라도 소비지출의 지속적인 감소 및 소득 양극화의 확
대라는 또 다른 경제 문제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실업이 경제의 불황상태
를 영속화시킬 수 있는 이상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한, 최근의 불황 때보다
더 크고 빠른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수와 그러한 메커니즘 어느 구석에도 해결책으
로 작동할 수 없는 현실의 경기부양책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지 않을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장기실
업자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실업보조금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부양책에 추가하자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제안을 선거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그 뜻을 결국 물리친 부시행정부와 공
화당의 정책과 연관된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말이다.5)

■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의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동시에 급격히 침체되고 그러한 상태
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는 파업과 같은 노사 간의 마찰과 노동조합이 자신
4) 가장 최근의 불황이 시작되었던 2000년에 전체 실업자수 가운데 장기실업자수의 비율은 11.4%였던
반면, 2007년에는 17.6%로 크게 증가하였다.
5) 이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부시행정부는 현재의 미국 경기의 침체와 노동시장의 약
화를 여전히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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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다소 포기하는 양보교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실용주의(Business Unionism)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특유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에서 비롯될 수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철저하게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기반을 둔 것으
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각종 교섭과 파업 및 직장폐
쇄 등-는 쌍방 모두가 인정한 규칙, 즉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으로 대표되는 노동협약(labor accord)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속에서 고용주는 노조가 설립되면 이를
인정하고 선의를 가지고 충실하게 협상해야 하며 그 속에서 도출된 단체협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고용주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경영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기업전략, 투자전략, 인사관리전략, 기술전략 등에 관한 의사결정 - 을 고
용주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 이에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임금, 노동시간, 고용조건 등만을 단체교
섭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사관계의 메커니즘이,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 있거나 회사의 경영조건이 좋
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미국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에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합법성
을 인정받는 대신 노동력 편성의 전권이 자본측에 있음을 승인하고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그 대신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성 향상만큼의 임금상승을 이끌어낸다. 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후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의 확대 → 기업의 매출 및 이윤 증대 → 고투자 및 고생산성 → 고임금
으로 이어지는‘호순환’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어, 미국 특유의 실용주의적 노사관계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체제로 자리잡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순환 메커니즘의 어느 한 고리에라
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경기 침체나 회사 경영조건의 악화로 경영자가 노
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더 이상 그들에게 협력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파업과 같은 노사 간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단체행동이라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통해서도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양보를 얻어내기
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단체협약 내에는 통상 파업금지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급
노조는 하급노조나 일반 노조원이 교섭 내용에 불만을 품고 불법파업(wild-cat strike)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력 편성을 비롯하여 회사의 공
장이전, 신규고용 문제 등, 회사의 전략적인 결정을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오로지 임
금, 노동시간, 고용조건에 대해서만 협상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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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협상용 카드가 한정되어 결국에는 고용주에게 양보교섭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 노사관계의 전형이라고 불리는 미국 자동차3사의 최근 2년간의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 속에서, 회사의 좋지 않은 경영조건이 적지 않은 노사 간의 마찰과 노동조합의 양보교섭을 지
속적으로 양산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6) 2006년 GM과 포드는 다소 이례적인 단체협
약을 새로이 맺었다. 기존의 단체협약이 2007년 9월에 만기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약을 갱신
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만드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 회사의 의료보험비 절감과 고용 규모의 축소였는데 노조는 다음해의 새로
운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대폭 포기하는 양보
교섭을 수용했다. 하지만 그러한 2006년의 양보교섭에도 불구하고 2007년 3/4분기에 체결된 GM
과 크라이슬러의 단체협약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록 2006년의 단체협약의 내용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협상테이블의 가장 큰 이슈였던 회사의 의료보험비 및 고용축
소 요구에 대해 2007년에도 노조가 여전히 양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에서 노조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고자 GM노동자들이 37년 만에,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미 타결된 GM
과 크라이슬러의 단체협약안에 기초하여 쉽게 타결되리라고 예상했던 포드의 단체협상은 해를 넘
겨 2월 들어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노사 갈등의 지속과 양보교
섭의 체결로 대표되는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 단체교섭의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
쟁력 약화에 따른 회사 경영조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반추할 때, 올 해의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 및 노동시장의 현재 조건 탓에 노동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6) 미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단체교섭의 과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다
음의 문헌들을 참고하라. 김성훈,「최근 미국자동차산업의 단체협약」
,『국제노동브리프』
, Vol.5,
No.2,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2월, pp.104-109 ; 김성훈,「미국자동차산업 UAW-GM 단체교섭」
,
『국제노동브리프』
, Vol.5,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11월,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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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프리랜서들이 전통적인 노동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불이익을 해결하는 최근의 사례7)들은 해를 넘어서도 주춤하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미국의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형성하여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은 기존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사실
상 산별노조의 역할을 하는 형태에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교모임에 가까운 형태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프리랜서 조직들은 전통적인 노동조
합과는 달리 단체협약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상호 정보교류 및 의료보험 공동구매 등의 복지혜택
에 치중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직이 공통으로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는 공동구매를 통한 의료보
험비의 대폭적인 절감인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솟고 있는 의료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
업들이 업무 이외의 복리후생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랜서 계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
어나자 저렴하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가의 의료보험의 제공은 무료 혹
은 저가의 조직 가입비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프리랜서 조직들의 양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의 프리랜서 개인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정부 정책상 불이익을
받을 때 이들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체계에서 기존 노동조합의 모습
을 일정 정도 담은 형태로의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협상을 통해 프
리랜서들의 공통된 요구를 분명히 관철시키기거나 정부 정책 및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
용주 혹은 고용주 단체가 현재의 조직을 전통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 더욱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쉽게 수렴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7) 미국 프리랜서들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직과 그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
다면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김성훈,「미국의 프리랜서 노동조합」,『국제노동브리프』, Vol.5,
No.12,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12월,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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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의 프리랜서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융합 및 조정 문제이다. 앞으로의 프리랜서 조직이 현
재와 같은 공동구매의 성격이 짙은 단체로 남게 될지, 혹은 고용주는 물론 사회 전체에 그들의 목
소리를 통일하여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노동조합 본래의 성격에 더욱 가까운 조직으로 발전할지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지
한 고민과 대응이 현재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조직이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문에서 2008년의 노동시장과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자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전
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무색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
다.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올해 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돈’
이
많이 풀려 경기 및 노동시장이 회복될지도 모르고, 미국의 전통적인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고 있
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는 경우 여러 정치적인 경로를 통해 노사관계
가 크게 요동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조금은 뜬금없는 이러한 비논리적인 바람이 설령 부시대통령
을 위시한 낙관론자들의 그것과 비슷할지언정 미국 경제 주체의 모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과 회사의 방해
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올 한 해도 힘들게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의회를 통과하여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민개혁법안
(Immigration Reform)과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이 여전히 의회에서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과 관련한 양당 간의 정치적인 의견차를 고려컨대 대통령 선거전까지
어느 쪽에서도 이들 법안의 통과 혹은 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2008
년은 그 누구보다 불법이민자들과 노동조합을 보다 쉽게 조직하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변화의 가능
성이 전혀 없는 암울한 한 해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지우고 싶은 한 해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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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08년 고용전망 2

손혜경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 머리말
이 글은 북유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일반적인 경제 현황과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를 간략하게 다룬다. 스칸디나비아 3국 중 스웨덴과 덴마크는 유럽연합
에 소속되어 있고, 노르웨이는 아직도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3국은 지리적으로 근접
해 있으나 경제 및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 북유럽 국가의 경제일반
스웨덴의 경우, 최근 수출 물량의 지속적인 하락과 중앙은행의 조심스러운 금융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내수시장에 있어 수요는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
고 2007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4.4%보다 상당히 낮은 2.7% 수준으로 내려 갈 것으
로 예측된다. 수출 산업에 대한 해외 주문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국내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태도
는 2008년도 전반기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약간 낮아질 것임을 예고한다. 하지만 2008년도
후반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와 2007
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이후 높아진 임금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09년 두 해 동안 스웨덴 가계의 실질임금이 상당히 오를 것을 예고한다. 현재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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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2008년 북유럽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를 휩쓸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줄어들면 스웨덴의 가계들이 다시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
상된다. 2008년 후반기 이후 경제성장 속도가 점차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008년에는
3.0% 그리고 2009년에는 2.0%가 되리라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10년간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
이다.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스웨덴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수출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스웨덴 가계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있다. 2007년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수출 물량의 감소 외에 수출산업이 생산시설 부족을 겪었고 통신장비, 의약품, 그리고
개인용 자동차 등 스웨덴의 몇몇 중요한 수출품에 대한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지
난해 수입 물량의 높은 증가는 기업들이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수입을 늘린 것과, 또
한 자동차∙기계류∙희소성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2)
노르웨이는 2007년도에도 유럽통화권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약 5.5%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20년을 통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노르웨이 수출시장의 호조, 투자 증
대, 공공부문 수요 증대, 그리고 낮은 금리가 최근 5년간 노르웨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
용하였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불안정한 세계금융시장, 인플레이션을 낮출 목적으로 기준금
리를 계속 높여 2007년에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연이율 5%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노르웨이 통화 크로나의 계속되는 강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 노르웨이 경제의 꾸준한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3)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유럽통화 유로화와 노르웨이 통화 크로나의 환율 차이, 그리고 계속 상승하
는 원유 가격은 노르웨이 통화 크로나의 강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암시한다. 하
지만 2008년도에는 예전에 비해 완만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의 실업률은 계
속 하락하였고 임금인상률은 높아서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임금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
국 앞으로 노르웨이 수출시장의 증가세를 낮추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노르웨이 경제의 호조에 따
라 최근 가계소비도 상당히 증가했다. 2007년도의 경우 가계소비의 성장 속도가 낮아졌기는 하지
만 약 7%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85년 이후 최고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08년에
1) Konjunkturinstitutet (2008), Konjunkturläget januari,“Hjulen i svensk ekonomi snurrar långsammare”
2) Konjunkturinstitutet (2008), Pressmeddelande Konjunkturbarometern Januari,“Företag och hushåll”
3) Statistics Norway (2008),“Economic trends for Norway and abroad,”http://www.ssb.no/kt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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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기료가 상당히 오를 예정이고 금리도 높아져, 노르웨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예전
보다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 증가세도 어느 정도 낮아져 약 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지난 10년간 평균 소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2008년도에
는 가계 부문의 투자 증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건설 경기는 계속 활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 가격은 일반 물가수준과 비슷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4)
덴마크의 2007년도 말 경제는 제조업의 높은 가동률과 높은 고용률을 볼 때 경기순환의 최고 정
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간 실업률이 계속 낮아져 2007년 말에는 약 3.25%
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 덴마크 경기가 계속 활황을 유
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력의 계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이는 특히 청년들과 이민자들의 높아
진 노동시장 참가율과 노동시간의 증가를 반영한다. 덧붙여 덴마크 경제의 활성화는 인접 국가인
스웨덴과 독일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계속되는 노동력 유입
에 기인한다. 2005년과 2007년 간 발생한 고용률 증가의 약 3분의 1일은 구조적 또는 지속적인 고
용인원의 증가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 간 계속된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덴마크 정부의 재정상태를
상당히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003년 덴마크 정부의 재정은 균형상
태였는데 2007년과 2008년에는 약 3~4%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
의 흑자 중 일부분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실제 재정흑자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약 1.5%에 달한
것으로 본다.5)
2007년 봄에 타결된 민간부문 임금 단체협상 결과의 여파로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이 증가했으
며 시간당 임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있어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4.25~4.7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다. 덴마크의 시간당 임금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과 덴마크의 전통 교역국가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덴마크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덴마크의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은 2008년
초반부에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2005년 여름 이후 덴마크의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덴마크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2008
4) Ibid.
5) Danish Finance Ministry (2008),“Economic Survey August 2007”
, http://www.fm.dk/db/filarkiv/
18032/English_Summary_August_2007.pdf,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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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인플레이션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어느 정
도 둔화되었는데 2008년에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더 이상
낮아질 여지가 없고 또한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더 이상 증가할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2005
년과 2006년의 경제성장률은 3%를 기록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그보다 낮은 2.25%를 기록할 예
정이며 2008년도에는 그보다 더욱 낮은 1.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도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감소 추세에 있는 소비와 투자에 기인하며 특히 가계 소득의 낮은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에 기인한다. 실제로 소비의 낮은 증가는 그동안 계속되어 온 공급 주도의 경
제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6)
덴마크의 수출시장은 세계시장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약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특히
덴마크의 수출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계속 호조를 유지할 것인 반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덴마크 민간 부문의 높은 임금인상률은 결국 덴마크 상품의 국제경
쟁력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덴마크 국내의 강한 수요 증가는 외국으로부
터의 강력한 수입량 증가로 충족되었다. 이는 덴마크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덴마크 정부
의 재정 흑자를 2005년 3.75%에서 2007년 말 1.75%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덴마크 정부
의 재정 흑자는 2008년에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주택시장은 2006년부터 점차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택 대출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도 말 경에 이르면 주택 가격
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던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7)

■ 북유럽 노동시장
2007년 스웨덴 경제는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시장은
2006년 가을 중도우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상당히 호조를 띠어 2007년 한 해 동안 약 106,000명에

6) Ibid.
7)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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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고용 증대가 이루어졌다. 이는 약 2.4%에 해당하는 고용 성장률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
의 신규 고용 계획 정도, 공공직업알선소에 의뢰된 구인건수 등 주요 노동시장 지수를 볼 때 2008
년에는 고용 인원과 노동시간의 증가가 2007년에 비해 낮아질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2008년 초
반기부터 시작해 경기의 둔화로 고용이 점차 감소할 것이지만 그 대신 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약 65,000명에 해당하는 고용 증대가 있을 예정이며 2009년에는
20,000명에 해당하는 고용 증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 인구의 증대는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8)
스웨덴 기업들 중 노동인력의 부족을 보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최
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의 숙련공 부족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실업률은 상당히 낮
아졌는데 전체 노동인구 중 2005년의 실업률 7.7%에서 2007년는 6.1%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실업률의 감소세가 줄어들어 이 두 해 모두 실업률이 5.6%가 되리라고 예
상된다.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가 2008년 정부 예산의 고용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가사 노동에 관
련된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약 0.3%의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것
으로 판단한다. 지난 1년간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는 장기상병휴가 자들을 정규 노동시장으로 재편
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반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보
험 수급조건 악화, 그 대신 노동시장 재진입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는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육보조금의 실시, 간접세 증가,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 등은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9)
노르웨이의 경우, 2005년 이후 경기의 호황세가 계속되어 고용인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 결
과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특히 2007년 초의 실업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
였다. 2007년 전체를 볼 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거의 일치하여 실업률이 더 이상 낮아질 여
지가 없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높은 이윤과 균형 상태에 이른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인상으
로 나타났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앞으로도 임금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세율 변화를 감안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노르웨이의 물가상승률은 약간 높은 편인데 그래도 2007년 10월의 경우 단지

8) Konjunkturinstitutet (2008), Pressmeddelande Konjunkturbarometern Januari“Företag och hushåll”
9) Statistics Norway (2008),“Economic trends for Norway and abroad”
, http://www.ssb.no/kt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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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평균 1.9%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만일 노르웨이 통
화가 더욱 강세를 유지하고 임금이 서서히 인상된다면 예상치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연료비인데 연료비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7년도 0.6%에서 2008년에는 2.7%
로 상승할 것이다.10)
덴마크의 경우, 공공직업알선소에 등록된 실업자수가 2003년 12월 이후 90,000명 줄어들어
2007년 6월에는 97,400명의 실업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업률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3.25%
수준이며 1974년 이후 최저치이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OECD국가보다 낮다. 이렇게 낮은 실업률
은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인력난으로 이어졌다. 건설업 부문의 인력부족은 2006년 가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후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인력부족은 심각한 편이다. 제조업 부문
은 2006년도에 점차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그 정도가 심화되어 2007년 3월에 역사
상 최고의 인력난 부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의 시설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용 기회의 증대는 과거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있던 청년노동자들
과 이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켰다. 2005년과 2006년간 고용인원이 55,000명 증대
하였고 전체 노동인구는 21,000명 증대하였다. 노동인구의 증가는 청년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의 노
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200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노동력과 스웨덴∙독
일의 노동력이 덴마크 노동시장에 진입한 결과이다.11)
덴마크의 민간 부문은 지난 2007년도에 향후 3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임금 단체협약을 타결하
였는데 이는 지난번 임금 단체협약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
만 중앙 수준에서 결정하고 실질 임금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교섭하는 산업보다는 중앙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중앙 수준의 임금협약은 개별 임금협약에 비해 임금
인상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 중앙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런 높은 임금인상률은 기타 부문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높여 사업장 수준의 임금협상에서 상당한 높은 임금인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2007년에 4.6%, 2008년에는 4.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의
임금이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임금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진다
10) Ibid.
11) Danish Finance Ministry (2008),“Economic Survey August 2007,”http://www.fm.dk/db/filarkiv/
18032/English_Summary_August_2007.pdf,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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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현상은 2000년 이후에 계속 되어온 사실이다. 2006년에는 실업률이 5%
이었는데 2008년에는 이보다 낮은 4.25%가 되리라고 예상된다.12)

■ 북유럽 노사관계 전망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경우, 계속되는 인력부족은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사업주들
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높일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아직도 비교적 높은 스웨덴의 실업률은 사업주
들의 인력 채용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덴마크의 민간부문의 임금 단체협약은 2007년에 타결
되었고 이제 곧 공공부문 임금 단체협상에 들어갈 것인데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임
금인상은 공공부문 임금 단체협상에 난항을 예고한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민간부문
수준과 맞먹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인데, 덴마크 정부가 현재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
만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높은 임금인상을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노사는 최근 노동시장에 있어 새로운 산업평화협약(Saltsjöbadavtalet) 체결을 논의 하
고 있다. 새로운 협약은 노동시장 분쟁해결 규칙, 고용보호, 해고자와 장기 상병휴가자들의 노동시
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13) 노사 양측 모두 새로운 협약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노사의 견해 차이를 고려할 때 협상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임이 분명한다.

■ 맺음말
스웨덴의 경우, 2007년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임금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최근 스웨
덴 제조업 노동조합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검토 결과 과거 10년간
스웨덴 제조업의 임금이 연간 평균 3.5~4% 인상되었는데 이는 유럽국가 전체 제조업의 임금인상
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2007년도 제조업 임금은 이웃 나라인 노르웨이∙

12) Ibid., p.8.
13) Svenska Dagbladet (2008-01-31),“Positiva toner kring nytt Saltsjöbadsav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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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보다는 낮지만 동유럽 국가의 제조업 임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원유 생산국
인 노르웨이의 경우 경제 호황에 힘입어 임금도 계속 올라가 이웃 나라 스웨덴으로부터 노동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덴마크 또한 임금수준이 높아 스웨덴의 노동력을 유인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의 의견에 의하면 스웨덴의 높은 임금인상률은 중앙은행의 인플레
이션 목표와 대치되며 앞으로 실업률 감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3년
간의 임금인상률은 사업주 복지 분담금을 감안하면 평균 4.9%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재의 실업률
은 5.7%인데 높은 임금인상률의 영향으로 인해 실업률은 6.2%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
면 국립경제연구소는 금번 임금협상 결과는 실업률의 감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
이다. 스웨덴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앞으로 3년간 경기가 호황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만일 국제 경기가 약화되고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높은 임금인상률은 스
웨덴의 전반적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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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08년 고용전망 3

Chris Rowley (영국 런던시티대학교 아시아경영연구소 소장)

노사관계는 사회경제 및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조직, 정부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든 브라운 총리 집권 2년째인 올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
향에 대하여 경제 및 노사관계의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008년 경제 전망
본장에서는 주요 경제 및 노동시장 관련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경제 및 노동시장의 상황
은 전세계 및 영국의 신용상황과 이것이 은행, 기업, 소비심리, 주택/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7년 신용경색은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대출자를 대상) 대출 관련 주택담보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초래되면서 시
작되었다. 이 때문에 은행과 헤지펀드는 막대한 손실(시티그룹 110억 달러, 메릴린치 80억 달러)을
입었으며 신용경색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은행은 헤지펀드에게 대출을 중단하였으며 헤지펀
드는 자산매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되었다. 은행의 채권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대상이 서브
프라임 관련 자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하였고 유동성은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급기야
은행은 은행간 대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었
다. 빅토리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영국의 대규모 주택담보 대출은행인 노던 락 은행을 정부가 나서
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제하게 되었고 이는 특히 금융부문이 영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
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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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2008년 영국 노사관계 전망

주요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다
- GDP : 정부 전망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GDP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2008
년 GDP성장률은 재무부의 전망치 비교에 따르면 2.5%(PWC, 2007)에서 2.3%(RBS, 2007),
2%(CBI) (BBC News 24, 2007), 1.5~2%(Davis, 2007), 1.9%(Strauss, 2007)였다가 현재는
OECD의 1.7%(Daneshkhu, 20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경제성장 둔화가 더욱 가속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성장 둔화는 세수 감소
를 의미하므로 세금 인상이나 공공부문의 지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됨으로, 이 모두는 2010
년 총선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상수지 적자 : GDP의 3%. 5.7%라는 설도 있음(Daneshkhu, 2007).
- 부채수준 : 부채 수준은 높은 반면 저축률은 낮아, 금리 변동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이 더욱 부
각되고 있다. 소비자는 지출을 위해 저축을 줄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지속가능하지 못하여 저
축률은 4.5%(2007년 저축률 2.8%)로 회복될 것이다(Khoman and Kirby, 2007).
- 소비지출 : 불확실성, 금리효과 감소, 가계대출 상승 등을 반영하며 성장률은 2.25%(PWC,
2007) 또는 1.8%(Strauss, 2007)로 하락할 것이다.
- 기업투자 : 기업투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인 주택건설부문과 정부투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투자감소를 계획하고 있어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다(PWC, 2007). 영국경총(CBI)(2007)
의 투자성장률은 급락하여 2007년 5.7%에서 1.8%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불확실성은 증폭되었지만 2% 목표 상승률로 다시 하락할 것이다
(PWC, 2007).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CBI, 2007). Davis(2007)에 따르
면 물가상승률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 금리 : 불확실성이 크다. 성장률,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금리 인상∙인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 전망치는 6%로 인상한다는 것이었으나(PWC, 2007) 얼마 전 있었던
금리 인하에 이어 5.5%(CBI, 2007), 5.25%(RBS, 2007), 4.75%(Davis, 2008) 등 추가 금리 인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4%를 웃도는 소매물가지수(RPI)상의 물가상승률(영
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주택저당금리를 제외한 소매물가지수(RPI)를 사용함)은 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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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들었다.
- 주택/부동산시장 : 주택부담능력 압박과 강화된 대출관행, 주택담보대출 승인 수준, 매출 하
락,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경기 하강 조짐이 보인다. Davis(2007)에 따르면 주
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인식이 사라진다면 주택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며 수요는 감소할 것이
다. 반면 도시 중심지 아파트의 과잉공급, 임대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압박이 초래될 것이기에
2008년 주택가격은 5~10% 폭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 밖의 전문가들도 주택가격의
상승이 빠르게 둔화될 것이며, 몇몇 지역에서는 가격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Vincent, 2007).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사무실 개발이 지난 5년 사이 처음으로 감
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Willman and Pickard, 2007).
- 통화 : 내수에서 수출로 경제의 중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파운드화( )의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Davis, 2007).
한 마디로 경제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다. 영국 재계 지도자들의 모임인 지도자연구소(Institute of
Directors)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성장 둔화를 막기에 충분한 금리 인하 단행을 불가능하게 했으
며 이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영국 경제는 최근 15년 사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
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전망했으며(BBC NEWS, 2007e),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경제
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례 조사에서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전
망했다 (Giles and Strauss, 2008).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부문별로 차이가 존재하여 제조
업, 특히 틈새상품의 경우 보다 낙관적이다(Willman and Pickard, 2007).

장밋빛으로 가득했던 2007년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사상 최고인 2,930만 명(LFS)이었으며 실업
률은 5.3%(164만 명)로 하락하였다(The HRM Guide, 2007). 그러나 당시에도 공인인력개발연구
소(CIP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경고한 바 있듯이, 일자리 증가의 주요 동력인 금융 서비스 부
문의 고용이 신용경색의 여파를 느끼기 시작한 한편, 공공부문의 고용은 이미 하락세에 들어선 상
태였기 때문에 2008년 일자리 창출 여력은 감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사이에 2008년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함을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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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는 경기둔화에 대한 예측보다는 최근 경제성장이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기대심리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사한다(CIPD/KPMG, 2007). 59%의 민간부문 사용자가 올해 직원채
용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단지 25%만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민간부문의
채용 의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IP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수요가 줄어들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물론 사용자가 일시해고를 하기보다는 채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겠지
만 이는 경기하락의 정도에 달려 있다.
실제로 2008년에 대한 컨센서스는 보다 비관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BBC NEWS,
2007e). 일례로 경제기업연구소(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는 런던의 금융지구
에서 6,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특히 이는 투자은행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CIPD는 정부가 효율성을 추구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맨
파워(Manpower) 조사에서는 사용자의 신규직원 채용 속도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더디어질 것이
라고 나타났다(BBC NEWS, 2007e). CIPD의 연말 보고서에서 2008년 민간부문에서는 직원 채용
을 줄이고 공공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줄임에 따라 순고용 증가가 75,000개(0.25%, 2007년의 1/3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실직자의 수는 150만 명 증가하여 180만 명(5.8%)으로 증가함에 따
라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이래 2008년이 일자리 관련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BBC NEWS, 2007d; 2007e). 이전에도 공공부문 고용이 감소세에 있었던 것은 민간부문의 일자
리 상승으로 상쇄되었으나 이마저도 감소할 것이며 일자리 감소는 과거 고용성장의 주요 동력이
었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일자리 둔화가 금리 인하를 부
추길 것이며 경기하락의 효과를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예상 조사에서 2008년
말까지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1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Taylor, 2007a). 일시해고도 증가할
것이며, 일자리를 잃고 무능력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264만 명에 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당 정
부의 고용정책 중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참고로 실업급
여 신청자는 130만 명, 실직자는 164만 명이다(Taylor, 2007b). 하지만 4월부터 모든 신규 신청자
는‘근로연계복지’제도를 거쳐야 하며 10월부터는 대체수당제도가 실시된다. 이는 일자리 복귀
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동시에 복귀에 필요한 능력을 좀더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의미
이다(Timmins, 2008).
노동시장에 있어 임금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2008년 급여관련 사용자의 의사를 묻는 최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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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서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임금 관련 압박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절반 정도가 3.5%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4% 이상의
임금인상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이 34%, 5% 이상의 임금인상을 하겠다고 답한 사용자도 13.2%로
나타났다(www.xperthr.co.uk). 최근 조사 결과 임금의 성별 격차 감소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사용자가 임금평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은
‘공정성’
이다. 초기 조치는 거의 30만(1.2%)에 가까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정당
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비율이 지난 수년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법적으
로 시행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보상이나 실패한 경영
진에게까지 대규모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 다른 주요 노동시장 동향은 이주노동자와 이들 관련 경제, 고용, 사회비용 대비 경제적∙사회
적 혜택이다. 문제는 해당 이슈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이주자가 성장을 이끌고, 저임
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급여 압박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
다. 2006년 일하기 위해 영국에 들어온 EU 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의 비숙련 이주자가 약 1만
2,000명에 달했으며, 신규 가입국에서는 농업 및 서비스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Phillips, 2007a). 새로운 포인트 제도는 자격조건, 연령, 과거 급여, 잠재적 경제가치 등을 바탕으로
EU 비회원국 출신 이주자의 점수를 산정하여 비숙련 노동자를 통제할 것이다. 물론 노동시장의
하락세는 영국행에 대한 관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008년 노사관계 전망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조가입률이 0.6%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6~2007년 노조가입
근로자는 760만 명에 달해 2001~2002년 이후 처음으로 0.6% 증가하였다(Certification Officer,
2007). 그러나 전반적으로 1995년 이후 노조가입 근로자수는 기복이 있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하
락하는 추세에 있다.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총수는 합병과 청산 등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2008년에
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2006년 파업일수는 75만 4,500일로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12,900,000일)와 1980년대
(7,200,000일)의 연간 파업일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불만의 겨울’
이었던 1979년의 2,9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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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크게 비교된다. 2007년에는 장기화되었던 우체국 사태가 있었다. 2008년의 경우 공공부문
의 임금지침(아래 참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파업은 많지 않
을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공항의 지상근무 직원의 파업 위협은 최근 철회되었지만 버
진 애틀란틱사의 임금관련 파업 위협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불만 있는 직원은 떠나라는 브랜슨의 일원주의적 대
응으로 악화되고 있다.
물론 파업은 노사관계 갈등의 일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최신 ACAS 보고서(2006/07)에 따르면
고용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은 10만 9,712건에서 10만 5,17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부당해고
가 3만 5,583건으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분쟁 중재 및 양자간 화해 요청도 952건
에서 912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급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2008년 노사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에는 고용권 강화가 있다. 이에는 연령차별법과
새로운 출산휴가제도, 탄력근무 요청권 확대와 함께 휴가, 급여, 탄력근무권리 강화 도입 등이 있
다. 이렇게 된다면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는 추가급여 및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어린 자녀나 장애
아를 둔 부모는 최장 13주까지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근무(keeping in touch
days)가 가능해진다.
CIPD는 일자리 전망이 어두운 노동시장 상황은 다시 말해 노사관계 및 직원 관리능력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Taylor, 2007a).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나 일시해고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몇몇 인사관리자들은 이제 까다로운 의무해고에 대처해야 함은 물론 연령
차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Taylor, 2007a).

전술한 사항은 공공부문과 정부가 사용자인 곳의 노사관계를 위한 주요 거시적 배경을 보여준
다. 물가상승이 둔화되고 금리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임금, 연금, 고용보장 등의 문제는 여전히 중
요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부가 공공부문의 임금을 통해 물가상승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
되었다. 일례로 테러방지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 경찰 임금의 상한이 정해졌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지출을 살펴보면 비용절감 압박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BBC NEWS,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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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기타 공공부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독립적인 경찰중재재판소의 9월부터 2.5%
의 임금인상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12월부터 시행하였다. 4.2%의 소매물가지수 상승
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1.9% 임금인상에 불과하다(BBC, NEWS, 2007a). 쟁의행위권을 갖지 못한
일반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연합은 분노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파업권을 갖기를 원하는지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BBC NEWS, 2007b).
영국노총(TUC)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캠
페인을 벌이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다(Philips, 2007b). 영국의 600만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26개 회원 노동조합과 함께 TUC는 이러한 임금인상을 단행할 경우 물가상승이 임금인상보다 훨
씬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수준의 저하, 이로 인한 반감 증대, 공공부문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
화하는 데 앞장서온 TUC 역할에 타격, 성별 급여격차 악화, 직원 채용 및 관리의 어려움, 직원 사
기 및 서비스 질 악화 등 임금인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TUC 지도자는 향후 3년간 임금인상 목
표치를 2%로 잡은 것에 대해 이러한 임금인상 목표치가 물가상승을 통제할 것이라는 논리는 신빙
성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공부문 임금은 다른 원인에 의해 초래된 물가상승에
후행하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BBC NEWS, 2007c).
노동운동의 양대 축(산업 및 정치)의 연결고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를 다루기
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노조가
노동당에게 기부해 오던 정치자금은 최근 노동당 기부금 사태와 2010년 총선을 위한 당의 부채 감
소 및 자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노조, 정부, 사용자 간의‘워릭협약’협상이 이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노동당과 주요 재무∙회계
담당과의 관계에 관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정부의 연간 1,5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조달비용과 계약을 통해 고용인이 기술과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협약은 자발성을 띠며, 노조가입의 법정 권리를 확대하기보다는 노조의 접근을 허용하
는 형태가 될 것이다. 사용자는 고용알선사무소 직원이 아니라‘사용자’
에게만 적용되는 조치를
원하고 있다. 협약은 2004년 노조 선거지원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법에 중점을 두어 타
결된 보다 광범위한 워릭협정에 기초한다. 당시 도입된 내용에는 1,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노조
현대화 자금과 휴가에서 은행의 휴일을 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는 고용 및 노조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Eaglesham, 2007a ;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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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off shoring)과 프라이
빗 에쿼티 펀드의 변덕에 대한 반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제도 폐쇄, 최종
월급제도 삭감, 사용자 실패에 대한 우려 등은 지속될 것이다. 회사 부도시 연금을 받지 못한 최대
14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용자 붕괴시 노동자가 모아온 연금의 90%를 보장해 주는 29억 파운드에
달하는 정부의 보상제도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고통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
들이 회사가 부도날 경우 자신들이 평생을 모아 온 연금도 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구제
노력을 펼친 끝에 얻은 결실이다. 사용자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연금 제도는 파괴되
었던 1만 1,000명의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들 노동자는 2005년 제정된 연금보호
기금 안전망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은 선에서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노사관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다른 분야는 EU 규정의 선택적 이탈과 파견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EU 가 제안한 내용을 최근 정부가 차단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권리 취약 등 노
동자에게만 부담을 편중시킴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노동시장‘유연성’
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노동시간은 길고 유급 휴가는 매우 적은 근무 환경을 견디고 있다. 영국은 2009년까지 휴가
를 28일로 늘리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공휴일을 연간 휴가에 포함시킬 수 없도
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EU 유급휴가 비교표에서 바닥을 차지할 것이다(Income Data Services,
2007). 법정 휴가는 최소 20일이지만 기업이 은행 휴일인 8일을 포함시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직원
은 겨우 12일의 휴가만을 받을 뿐이다. 독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간 39일의 휴가로 단연 1위이
며, 오스트리아(38일), 스웨덴(36일),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프랑스(35일), 포르투갈(34일), 체코공
화국, 슬로베니아(33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32일), 폴란드, 핀란드(31일)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노사관계의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와 임원의 역할, 과
도한 보상, 과세수준, 주소지 문제 등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사회 통합을 파괴하는 영향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TUC 지도자는‘수퍼부유층’
이 사회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 평
등 진작을 주장하였으며 최하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 아동빈곤 퇴치 및 일터 공평성 진작 노력 경
주, 사회 통합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경제 왜곡의 결과를 낳게 되는 세정(

)의 허점을 보완하여

부유층도 공평하게 세금을 납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BBC NEWS, 2007d). TUC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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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슈퍼부유층과 대기업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돌아오게 된다. 공공서비스는 필요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동빈곤퇴치
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 맺음말
고든 브라운 총리 집권 2년째인 2008년 주요 경제부문에 대한 전망과 향후 노사관계 전망을 검
토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단지 전망일 뿐 현실에서는 이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경제
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 침체, 중국 경제 과열, 에너지가격 상승, 신용경색 악화 등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주택시장의 둔화와 은행 및 금융위기가 합쳐져 자산 가격, 확실성, 지
출, 성장 등에 있어 자기강화적 하향세가 형성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Davis, 2007). 이렇게 될 경우
경제 전망이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암울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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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08년 고용전망 4

노동시장 개혁과 유연안정성 정책 도입
Carole Tuchszirer (프랑스 고용연구센터(CEE) 연구원)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현 대통령은 이전의 경제 및 사회정책 방향과의‘단절’
이라는
주제를 표방하며 2007년 5월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은 사르코지 대통
령이 임명한 프랑수와 피용(François Fillon) 총리 정부가 착수한 첫 번째 개혁 분야에 해당한다. 실
제로, 니콜라 사르코지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자’라는 구호를 자
신의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 슬로건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구매력의 미래에 대해 불안
해 하는 상당수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인 사르코지 후보는 당시
그러한 구호를 통해 고용과 실업면에서 프랑스의 부진한 성적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럽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의 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
으며, 특히 젊은 경제활동인구와 5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층에서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요 노동조합 및 경영자단체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개혁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일하도록 하고, 유럽연합의 권고에서 영감을 얻은‘유연안정
성’
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유연안정성’
이란, 기업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근로자의 안정에 대한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내
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책임은 바로 노사 양측 대표의 몫이다. 이러한 개혁은 지난 여름 이후 불
거진 미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렵고, 미국 부동산 위기가 프랑스 경제성
장에 미치는 여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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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2008년 프랑스 노동시장 전망 :

■ 여전히 불안정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국제 원유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
은 이러한 정세가 2008년 프랑스 경제 회복 전망에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
다. 현 정부가 대선 승리 직후 시행한 조세정책 또한 프랑스 경제 회복 전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의 경제 회복은 유럽연합 당국이 권장하는 예산 정책과는 다소 거리
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여름, 고소득 가계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 조치가 채택된 바 있
다. 현 정부는 일련의‘감세 조치’
를 시행하면서 예산 정책의 노선을 변경하여, 적자와 부채를 대
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랑스는, 예산 적자 상태의 유
로화 지역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립적 혹은 제한적인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여‘독자노
선’
을 취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가 채택한 독특한 예산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는 분명히 보탬이
되겠지만, 공공지출의 비중을 대폭 줄이지 않는 이상 공공재정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적자는 그 폭이 더 커져 2004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3% 수준을 초과할 것이며, 공
공부채는 GDP의 65.2%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 경제는 2008년 평균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유로화 지역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에 근접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은 프
<표 1> 프랑스와 유로화 지역의 GDP 변화 추이
연평균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프랑스의 GDP 성장률

1.7

2.2

1.9

2.6

유로화 지역의 GDP 성장률

1.6

2.9

2.6

2.5

출처 : 프랑스국립통계청(INSEE), 프랑스경제동향분석연구소(OFCE).

<표 2> 노동시장의 상황
연평균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고용(단위 천명)

190

265

183

실업자 수(단위 천명)

-236

-246

-85

9

8.1

7.8

실업률(%)

출처 : 프랑스국립통계청(INSEE), 프랑스경제동향분석연구소(OF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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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경제동향분석연구소(OFCE)의 관점에서 볼 때 보잘것 없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미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경우 그 여파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2008년 3% 미만의 경제
성장률로는 2001년 이후 누적된 프랑스 경제성장의 부진을 만회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지난 6년간 연평균 1.7%로 잠재 성장률 2.2%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표 2>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고용과 실업 부문의 성적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2006년에
서 2007에 걸친 2년 동안,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각각 190,000명과 26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기록하였다.
지난 2년간의 실업자 수 감소는 현저한 실업률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 적은 고용창출에
도 불구하고, 실업률 감소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변화와 그로 인한 대규
모 은퇴가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률의 이면에
는 경제활동인구 간의 심각한 격차라는 문제가 숨겨져 있다. 안타깝게도, 여성, 젊은이, 단순기능
직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도 불완전 고
용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조기퇴직이라는 미명하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
유럽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 노동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장기 실업률
은 유럽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프랑스의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유럽 여타 국가들(스
페인, 이탈리아 등은 제외)에서보다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의 장기실업 비중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프랑스는 낮은 고용률로 인
해 유럽연합 소속 기관들로부터 지목을 받은 바 있다. 프랑스 경제활동인구의 63%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6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55세 이상의 근로자
들에게 있어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들 연령층의 45.3%가 경제활동을 하
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에서는 37.6%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실업률을 5%로 줄이고 고용률을 70%로 증
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에 착수하
기 위하여 현재‘법제화’
와‘계약’
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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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완전고용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1998년 이래 시행된 주당 35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점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시간제도를 용
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회지원금 수혜자들이 다시 일자리
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관한 법률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07년 8월 21일 채택된 이 법을 통해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의 구매력을 향
상시키기를 희망하였다.

초과근로시간제도

이 법은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시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 및 사회정책을 명시
하고 있다.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초과 근로시간 명목으로 받은 보수에서 어디까지 소득
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 비율은 경제활동 분야 혹은 기업 차원
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며, 반드시 10% 이상으로 책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별도의 협의가 없
을 경우, 처음 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5%의 가산금을 적용하고, 8시간 이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소득
세 면제 이외에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및 근로자가 납입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질병, 퇴직, 가족, 실업) 납입금 면제 혜택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시간제도를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초과근로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집계된 정보에 따르면, 2007년 10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40%가 초과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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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연대소득(RSA)

이 법률에 따라 일부 최저 사회수당(최저생계수당(RMI), 독거노인지원금(API)) 수혜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실험적 조치도 시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최저 사회수당은 이들에게 빈곤의 한계치 이하의 낮은
소득만을 제공하며, 특별 사회지원금(주택, 건강, 교통)에 의해 보완되기도 한다. 이러한 최저 생계
지원 정책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원정책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 벌게 되는 소득이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수입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에서는 소위‘무위의 함
정’
이라고 부르는데, 능동적 연대소득은 이와 같은‘무위의 함정’
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능동적 연대소득 제도와 더불어, 비록 아주 적은 시간의 파트타임
근로자일지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해 급여가 보완됨으로써 빈곤의 한계치를 약간 웃도
는 삶의 수준(1인당 817유로)을 보장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과근로시간 제도와 마찬가지로,
능동적 연대소득 제도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하게 혹은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낮
은 급여와 짧은 근로 기간 등의 불안정한 고용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몇몇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은 이 실험적 제도는 오히려 노동단체들에게는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유연안정성’
의 개념은 이제 많은 국제기구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OECE는 권고문을
통해 오랫동안 노동시장의 최대한의 유연성(고용, 근로시간, 급여) 추구를 촉구해 왔다. 2000년대
에 접어들면서 OECD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사회보장, 직업교육 및 고용관
련 공공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참
고로 하여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유럽연합과 유럽노동조합연맹(CES)은 1990년대 말부터 기
업을 위한 유연성과 근로자들을 위한 안정을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프랑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노사 양측 대표에게 일부 위임된 노동시장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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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와 피용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관련된 자료들이 노사 양측 대표(경영
자단체 : MEDEF, CGPME, UPA, 노동단체 : FO, CGT, CFDT, CGC, CFTC)1)에게 전달되었고, 정
부는 이들에게‘노동시장 현대화’
를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촉구하였다.
2007년 7월 4일부터 경영자단체와 노조는 고용 진입, 고용 변화, 고용 파기, 고용 복귀라는 4가지
주제에 관한 단일 협약에 합의했다.
경영자단체측에서 획득한 유연성 부문의 가장 큰 성과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최종 채용하기 이
전에 근로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좀더 오랜 기간 동안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한‘수습기간 연장’
이
다. 그 대신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젊은이들의 기업 내 연수기간을 수습기간에서 공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단체도 기존의 노동계약과 단절된 새로운 방식을 시행하는 데 대해 만족
을 표시했다. 이제부터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합의에 의해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지금도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계약 파기에 관한 협상을 벌일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 파기가‘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해고’
일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실업수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새로
운‘고용계약 파기’정책의 시행은 기업 내에서 이미 확산되어 있던 관행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고용계약 파기는 정부 부처에 의해 15일 이내에 법적인 효력을 지니
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 파기가 자동 인정된다. 고용계약이 파기되면, 해당 근로자
에게는 실업수당 및 실직보상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앞으로 노동계약이 파기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최상의 권리를 획득하
게 된다. 현재는, 해고된 근로자들이 실직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속연수가 최소한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액수는 월 급여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업 내 근로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이 금액은 월 급여의 20%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에 대해, 이번 협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실직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근속연수를 현재의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보상금 액수를 월 급여의 20%, 즉 현재 금액의 두 배로 증가시키자는 것이다. 협
정은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업자는 실업수당 지급기간의 1/3(보통 7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직장 건강보험 및 공제기금
1) MEDEF : 프랑스경제인연합회(대기업 경영자협회), UPA : 수공업자연맹, CGPME : 중소기업경영자
연맹, CGT : 노동총동맹, CFDT : 프랑스민주노동동맹, CFTC : 프랑스기독교노동자동맹, CFECGC : 간부직 총연맹, FO :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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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실업자는 전 고용주와 함께 고용 당시와 동일한 비율로 해당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실업기간 동안 직업교육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신규 채용될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동의한다면 채용 후 2년 동안 상기 권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또한 프랑스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로 대두되었고, 경영자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의견 대립이 가장 심했던 주제이기도 한 임시노동계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경영자단체 측에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협정안은 정규직(CDI)을 노동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로 남겨둔다는 점을
재천명하면서, 엔지니어와 간부층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임시계약제를 시험적으로 신설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18~36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운영되는 이 계약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과 고
용 기간이 일치하는 경제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그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자는 총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종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자들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이번 협정안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25
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위한 보상 폭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젊은이들이 실
업자를 위한 보상 제도의 혜택도, 보조금 (최저생계유지비) 지급 제도에 속하는 사회수당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어 막대한 재정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보호장치의 부재
는 젊은이들에게 있어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이번 협정안은 실업보험 제
도를 통해 지급될 정액 수당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보상금 수혜자의 자격을 재검
토하고 신설 수당의 시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8년 추진하게 될 노사 양측 대표의 새로운 협상에
서 논의될 것이다. 이번 협정안은,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단순직 근로자와 취업 준비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두 부류의 경제활동인구가 직업교
육 부문에 있어 국가 정책의 핵심 수혜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에서 거의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이번 협정안을 통해서는 필요한 원칙만을 공표했을
뿐, 그 시행 여부는 또다시 2008년에 개시될 노사 양측 대표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상기 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프랑스의 직업교육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논의를 거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약 60%의 근로자가 직업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13%, 영국의 9%와는 대조되게 단 1%의 근로자만이 학위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협정안에는 모든 경영자단체와 5대 노동단체 가운데 4개 단체가 서명했으며, 이는 이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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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고 법제화되기에 충분한 합의에 해당한다. 노동총동맹(CGT)은 근로자와 실
업자가 고용안정 부문에서 얻은 성과보다 고용주들이 유연성 부문에서 훨씬 많은 성과를 획득했
다고 주장하면서 협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더 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새로운 특혜와 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실업자들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번 협정안에서 제시된 실업보험 및 직업교육 부문의 혜택들은 장차 협상을 거쳐 도출될 결과에
따라 그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노사 양측 대표가 이번에 합의한 직업간 협약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이번 협정이 그 내용(논의된 주제)보다는 형식 (계약에 기초한
고용 분야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있어서 더욱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이번 협정의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안을 상정해 강행한다는 방침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개혁에 있어 노사 양
측 대표에게 부여된 자율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심리
적 부담 속에서, 정부가 정한 협상 시한인 1월 중순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꾸
준한 협상을 지속해 왔고, 4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노사 양측은 이번 협정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
다. 노동시장에 관한 개혁은 지금까지 거의 항상 법안 상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을 감
안해 볼 때, 노사 양측의 사회적 대화 재개를 통한 합의안 도출은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사회분야
의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 협정안이 실질
적으로 노동권을 쇄신시키고자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번
협정을 통해 2012년까지 실업률을 5%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이번 협정안이 기업, 근로
자, 실업자들에게 유용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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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주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08년 일본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전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시장
현황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청년층 그리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정
부의 올해 노동시장정책을 정리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을 전제로 올해의 노
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기로 한다.

■ 노동시장 현황

일본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그것은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신생아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그
런 반면, 수명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5세 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2001년 6,752만 명에서 2004년 6,642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후 경기
회복에 힘입어 돌아 2006년에는 6,657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2007년의 경우 월별로 보면, 경제활
동인구는 5월 6,757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11월 현재 6,679만 명이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1년 62.0%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년 60.4%까지 떨어진 후 2006년까지 동율을 기
록하고 있다. 2007년 월별로 보면 5월 61.2%로 최고를 기록하였지만 점차 낮아져 11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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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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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총무성,「노동력조사」
.

[그림 2] 구인배율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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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후생노동성,「일반직업소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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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를 기록하였다.
먼저, 실업률은 2002년 5.4%에서 점차 줄어들어 2006년 4%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실업률의
감소는 유효구인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 큰 이유가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2002년 0.54배
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1배를 넘어 1.06배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들어와 유효
구인배율은 6월 1.0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낮아져 11월에는 0.99배로 1배를 밑돌았으며, 전
체 구인수와 신규 구인수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일본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청년층 노동시장에 특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종신고용 관행하에서 일본기업은 가능하면 학졸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기업내의 OJT를 통하여 근
로자의 직업능력을 키워 활용하는 것이 아직까지 일반적이다. 그 때문에 신규 졸업자에 대한 유효
구인배율은 전체 유효구인배율보다 높은데, 특히 경기가 좋아질 때 더욱 높다.
신규 졸업자 유효구인배율은 2002년 0.93배로 1배를 밑돌았으나 그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여 2003년 1.07배, 2004년 1.29배, 2005년 1.46배, 그리고 2006년 1.56배까지 증가하였다.
2007년 들어와 전체 구인배율은 감소 경향이나 신규 졸업자 유효구인배율은 1월 1.42, 6월 1.57,
11월 1.66배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전년대비 신규구인수는 2007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구인수
가 구직자수를 절대적으로 크게 넘고 있기 때문에 구인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졸업자 유효구인배율이 높아 최근 학졸자의 취직률은 높은 수준이다. 취직률이 가장 낮은
중졸도 80% 전후이고, 고졸과 전문대졸의 경우 9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단기대졸도 2006년
과 2007년에는 90%대를 기록하였다. 대졸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직률이 증가하여 2007년
에는 96.3%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학교 신규 졸업자에 대한 높은 유효구인배율과 취직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청년
층고용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높은 이직률 때문이다. 고졸의 경우 취직후 1년차에 이직하
는 비율이 약 20%, 2년차에는 약 15%, 그리고 3년차에는 약 10%로 취직후 3년 내에 이직률이
45%를 넘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49.2%에 달하였다. 대졸의 경우 고졸보다 낮지만 고졸과 거의
같은 경향으로 이직하여 3년 내 이직률이 2003년의 경우 35.7%를 기록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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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교졸업자 취직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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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7년 중졸과 고졸은 잠정치임.
자료 : 후생노동성(2007),『노동경제백서』
, p.23.

그럼 청년층은 왜 이직을 하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던 자의 경우, 이직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업무상 스트레스가 많다’
가 27.2%에 달하
였고, 이어‘근로시간이 길다’
(20.4%),‘직장의 인간관계가 힘들어’
(19.4%),‘급여불만’
16%,‘육
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15.4%, 그리고‘회사의 장래성이 없어서’
와‘결혼, 출산, 육아 때문’
이각
각 14.6%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비정규직의 경우, 가장 많은 이직이유는‘급여 불만’
으로 24.1%
에 달하였고, 이어‘업무상 스트레스가 많다’
(19.6%),‘계약기간 종료’
19.5%,‘경력 향상을 위해’
(16.7%),‘직장의 인간관계가 힘들어’
(16.5%),‘승진이나 경력에 장래성이 없어’
(12%) 등의 순이
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계약기간 종료’
라는 비자발적인 이유와‘경력 향상을 위
해’
라는 적극적인 자발적 이유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정규직의 경우‘업무상 스트레스가 많
다’
,‘근로시간이 길다’
,‘직장의 인간관계가 힘들어’
,‘급여 불만’등 현실도피형 자발적 이유가
1) 후생노동성(2007),『노동경제백서』
, 원자료,「신규학교졸업자의 취직이직상황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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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직 이유(35세 미만 청년층, 상위 3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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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07), Business Labor Trend,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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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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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결은 위와 같은 이직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청년
층의 고용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된 폭넓고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후술
할 올해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이 이러한 이직 이유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이 곧 취직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취직하더라도
파트타임이나 파견 등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전환되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취직하지 못하여 실업자나 무업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프리터, 니트, 청년층 실업률
프리터

250

니트

전체실업률

15~19세 실업률

(단위 : 만명, %)

20~24세 실업률

25~29세 실업률

14

12.8
217 11.9

208
200

214 11.7

187

10.2

9.8

9.3

12

201
9.4

9.0

10

8.4
150

7.1

7.7

7.0
6.4

6.2

8

6.0
6

100

64

64

64

64

4

62

50
2

5.4

5.3

4.7

4.4

4.1

0

0
2002

2003

2004

2005

2006
연 도

주 : 1) 프리터(Freeter)3)는, 일본후생노동성의 정의에 의하면, 연령 15~34세로 재학생과 여성 기혼자를 제외한
자 중, ① 현재 일하고 있는 자로 직장에서‘아르바이트’
나‘파트’
로 불리워지는 자, ② 완전실업자 중 찾
고 있는 일의 형태가‘아르바이트’
나‘파트’
인 자. ③ 비경제활동인구 중 희망하는 일의 형태가‘아르바
이트∙파트’
로 가사나 통학이나 취직 내정도 되어 있지 않은 자임.
주 : 2) 니트(NEET＝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15~34세자 중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도 통학
도 하고 있지 않는 자.
주 : 3) 위와 같은 정의로 보아 니트는 프리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짐.
자료 : 후생노동성(2007),『노동경제백서』
.
자료 : 총무성,「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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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층의 실업률을 보면 15~19세 연령층이 가장 높아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20~24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약간 밑돌고, 2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1.5배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3연령층 모두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
다. 한편, 비정규직인 프리터는 2003년 21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니
트는 2002년 64만 명 수준이 2005년까지 지속되다가 2006년 62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전반
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호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
나 그 중 하나가 초임이 낮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07년 학력별로 평균 초임을 보면, 대학원 석사
과정졸업자 225.0천 엔(전년도비 0.1% 증가, 이하 같음), 대학졸업자 195.8천 엔(-0.3%), 단대∙전
문대졸업자 168.5천 엔(0.0%), 그리고 고졸자 155.7천 엔(0.8%)으로 초임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06년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졸∙대학원졸의 경우 20~24세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임금이 최고 연령층인 55~59세는 247, 단대∙전문대졸업자는 최고임금 연령층인
50~54세가 230, 그리고 고졸은 192였다2).

2007년 1~3월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3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
였다. 특히 1997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고용형태는 파트타임 근로자인데 1997년 1~3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6.6%, 파견∙계약∙촉탁∙기타가 11.0%였다. 비정규직을 기준(100)으로
보면, 파트타임 근로자 48.0%, 아르바이트 19.5%, 계약∙촉탁사원 16.9%, 파견사원 7.0%, 기타
8.6%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구성을 남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파트타임 근로자(남 : 48.3%, 여 : 62.5%), 아르바이트(남 : 16.2%, 여 : 13.8%), 계
약∙촉탁사원(남 : 29.6%, 여 : 11.2%), 파견사원 (남 : 8.9%, 여 : 6.2%), 기타(남 : 13.2%, 여 : 6.5%)

2) 후생노동성(2006),「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프리터’
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아르바이트 정보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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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그림 6] 일본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비율 추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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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02~2006년까지는 7~9월 평균치, 2007년은 1~3월 평균치임.
주 : 2) 고용형태 구분은 직장에서 불리워지는 호칭을 기준으로 한 것임.
주 : 3) 파견∙계약에는 촉탁, 기타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총무성통계국,「노동력조사특별조사」
, 각년 2월 기준.

이다4).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고용형태는 파트타임 근로자이고, 남성이 많은 고용형태는 파트타
임근로자, 계약∙촉탁사원이다. 최근 남성의 경우 정년퇴직자가 촉탁이라는 형태로 재고용되고 있
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기업은 2013년까지 65세까지
4) 참고로 후생노동성의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2003)의 구분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
율을 보면, 정규직이 65.9%, 비정규직이 34.1%였는데,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각 비정규직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파트타임근로자 66.7%, 계약사원 6.8%, 파견사원 5.6%, 출향사원 4.4%, 촉탁사원
4.1%, 임시직사원 2.4%, 기타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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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을 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연장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006년 현재 95.6%에 달하고, 그
중 93.2%5)가 정년연장이나 폐지가 아닌 재고용이나 근무연장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의
고용형태은 대부분 촉탁이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 나는지 임금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임
금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가
장 컸던 해는 2002년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48.9%로 1/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성도
같은 해 가장 격차가 컸지만 64.9%를 기록하였다. 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남성에서 큰데, 그 이유는 정규직의 경우 연령∙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만 비정
규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연령∙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남성만큼 크지 않다. 2006년 기
준으로 남성 정규직의 임금(348.5천엔)을 100으로 하였을 때 여성 정규직은 69.0, 남성 비정규직은
63.9,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은 47.5로 남성 정규직의 임금은 여성 비정규직보다 2배 이상 많았다6).
이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때문에,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퇴직하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2003년 한 조사에 의하면, 비
정규직의 활용이 정규직의‘고용 감소’
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1.2%,‘영향 없음’
40.4%,‘고용 증가’5.4%로 고용 감소가 고용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7). 이 같은 비정규직에 의한
정규직 고용대체가 남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연도별로 보면 남녀 모두 1991~2002년까지 거의 일관되게 격
차가 심화되었다. 2003년부터 격차는 남녀 모두 줄어들고 있다.

5) 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www.mhlw.go.jp/houdou/2006/06/h0609-1.html
6) 후생노동성(2006)「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7)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 참조 : http://www.jil.go.jp/press/rodo_joken/documents/jinji.pdf. 한
편, 후생노동성의「유기계약노동에 관한 실태조사(2005)」
에 의하면, 유기계약 근로자(비정규직)가 정
규직을 대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84.8%에 이
르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 유기계약 근로자의 정규직 대체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05년 9월 1일까지의 한정된 기간 내에서 변화를 조사한 영향이 크지 않았나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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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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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일반근로자의 1시간당 평균소정내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
주 : 1시간당 평균 소정내 급여액÷평균 소정내 실근로시간수
원자료 : 후생노동성,「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인용자료 : 후생노동성,「파트타임노동법의 개요」
, p.1 ; 후생노동성(2006),『노동경제백서』
, p.73.

임금외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 복리후생의 적용 비율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2003)「취업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를 통하여 보면, 고용보험(정규직 : 99.4%, 비정규직 : 63.0%, 이하 같음), 건강
보험(99.6%, 49.1%), 후생연금(99.3%, 47.1%), 기업연금(34.0%, 6.9%), 퇴직금제도(74.7%,
11.4%), 상여금지급제도(82.4%, 33.6%), 재형저축제도(46.1%, 7.3%), 복리후생시설이용(49.2%,
18.4%), 그리고 자기개발원조제도(27.7%, 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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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8)
2008년도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 인식과 정책프로그램을 작
성하였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정책의 내용을 상기의 노동시장 현황에 관련
된 내용에 국한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독자가 일본의 노동시장정책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8년 노동시장을 둘러싼 현상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저출산 고
령화의 진전과 인구감소사회의 도래, 둘째, 글로벌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
셋째, 가치관의 다양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근로자측의 변화, 그리고 넷째, 귀속의식이나 인간
관계의 희박화 등 사회 전체의 의식변화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4가지의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다음 4가지가 지적
되고 있다. 첫째, 노동력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력의 저하, 둘째,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대 등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화와 격차의 고정화, 셋째, 근로시간이 긴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 증가와 그들의 건강
피해의 확대, 일과 가정의 불균형, 여성이나 고령자의 능력개발∙발휘의 부족, 저출산의 심각화,
그리고 넷째, 장기적인 시점에 의거한 인재의 채용∙배치∙육성 방침의 약화가 그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위와 같은 4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의 확보, 안정의 확보,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기본 이념하에 크게 4가지의 대응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취업률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일할 희망을 갖고 있는 모든
자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① 고용대책법을 개정하여 청년층,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의 취업촉진대책을 국가 시책으로 명기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능력∙경
험의 정당한 평가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보하고, 모집∙채용에 관련된 연령제한금지를 의무화한다.
② 고용 정세가 심각한 지역의 중점지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인재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고용
대책을 추진한다. ③ 장애자고용촉진법제를 정비하여 장애자들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서도 장애자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네트워크
8) 노동정책은 후생노동성 정책담당자가 2008년 1월 15일 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에서 발표한 내용∙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진행중인 노동정책 내용이므로 앞으로 확정될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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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고 취업과 생활의 통합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④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계속하려는
취업자 희망자가 고용지원센터(일본어는‘고용안정소’
)를 이용하기 쉽게 센터 내에 어린이놀이
코너 설치, 예약제에 의한 담당자 직업상담, 일∙가정 양립이 쉬운 구인정보의 제공 등 엄마고용지
원센터사업을 확충한다. 현재 48개의 센터를 약 2배로 늘릴 계획이다. ⑤ 65세까지의 고용기회를
확보하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보급촉진한다.
둘째, 고용안정의 실현인데, 안정된 고용을 희망하는 자가 원할하게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등 생
애에 걸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 파트타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파트타임노동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② 2007년도 25만
프리터의 정규직화 플랜을 2008년도에는 35만 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③ 지역의 청년층 서포터스
테이션을 발전∙강화하고‘청년자립학원’
사업을 추진한다. ④‘잡카드제도’
를 구축하여 직업교
육과 실습으로 구성된 훈련기회를 충실히 하고, 커리어 상담기능이 딸린 휴대전화 사이트를 구축
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정규직으로의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⑤ PC방 등에서 취침하는 불안
정취로자에 대한 취로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노동자의 안정과 납득이 가는 취로환경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① 2008년 4월에 시행되는
파트타임노동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된 처우를 확보하고, ② 근로자 파견사업과 관
련된 엄정한 지도감독과 근로자파견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기간제 근로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과 정사원 전환지원을 통한 고용관리의 개선, ④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
보 추진, 그리고 ⑤ 외국인 연수∙실습생제도의 적정화와 재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일∙가정 양립으로 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장시간 소정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의 상
향조정, ② 기업의 차세대 육성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차세대 육성행동계획을 책
정하도록 추진하고, 단시간근무제도 도입지원을 꾀할 뿐 아니라 육아휴업급부를 현재 임금의
40%에서 50%로 확충한다. ③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관민최고회의’
를 개최하고 사
회적 기운의 조성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추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07년 12월
18일‘일∙가정 양립헌장’
과‘일∙가정 양립추진 행동지침’
을 책정하였다. ④ 인생의 각 단계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와 생애에 걸친 자립적 커리어 형성과 능력발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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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전망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금융불안과 주가하락
등 큰 경제적 요동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1월 현재 주가는 크게 떨어
지고 있다. 또한,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많은 기업이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어 앞으로
국내물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도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본 국내외의 상황 변화 때문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을
전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전망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2005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
소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일본의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취업률 향상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명확하지 않
으나, 청년층에 대한 지원, 선거와 관련한 지역고용대책의 강화, 60세 이후의 고용연장,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
는 것은 주부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고령자의 고용연장∙취업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제품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노동조합도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구체적으
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급을 25엔 인상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15엔보다 매우 높
은 수준인데, 인상 획득을 위해 일본 최대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렌고에 속해 있는 14의 산별노
조가 공동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주부를 노동시장으로 불러내 경
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정규직의 증가 둔화와 처우개선을 들 수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와 정규직과의 균등처우
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파트타임노동법이 올해 4월에 시행하게 된다. 그에 따라 비정규
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물론, 금융업, 그리고 호황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온 비정규직은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정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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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처우 정책과 기업의 우수한 인재확보을 위한 비정규직 처우향상에 힘입어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되리라 보여진다. 최근 도요타자동차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인 기간공을 4월부터 조직화하기
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것도 기업의 우수한 인재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가 비정규직의 증가둔화와 처우개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주목된다.
셋째, 장시간근로의 시정과 일∙가정 양립은 올해 노사의 주된 관심사이다. 렌고는 장시간근로
를 시정하기 위해 소정외근로의 할증률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잔업시간이 월 45시간 미만인 경우
현재 25%에서 30%로 인상, 45시간 이상인 경우 50%, 휴일근무인 경우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
목표로 삼고 있다. 1월 현재 할증률 인상 투쟁에 동참을 표명한 산별노조는 15개 노조이다. 렌고는
춘투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개정 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할증률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
측은 인상이 오히려 장시간근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를 밝히고 있다. 최근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업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어느 정도 사회적책
임을 할지 불투명하나 지금보다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남성의 장시간근로가 시정되면 가정에
서 가사의 분담이 진전되어 여성의 출산∙육아와 일의 양립이 진척되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이 낮은 M자 커브는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춘투의 성과가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춘투의 노사
<표 1> 2008년 춘투의 노사 주요 쟁점
노동측

쟁 점

경영측

계속 저하중이므로 임금인상을 통하여 반전
시켜야 한다

노동분배율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

기본급 인상을 통하여 가계에 배려해야 한다

월급여 인상

일시적인 업적개선은 상여금에 반영

소정외근로의 할증률 인상으로 억제

장시간근로

할증률을 올리면 오히려 장시간 근로자가
나온다

파트의 시급 인상 등으로 구체적인 개선을
할것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낮추어 처우의
상이함을 고친다

일용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 대폭
강화

파견제도의 개선

직접고용의무폐지 등 더 많은 규제완화를
할것

큰 폭으로 인상하여 안전망을 강화하여 격차
시정

최저임금인상

생산성을 무시하여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자료 : 아사히 신문, 2008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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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보면 밑의 도표와 같다.
노동측은 호경기와 높은 기업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분배율이 낮아지고 근로자 소득이 올라가지 않아 지속적인 호경기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내
수가 불안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월급여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소득향상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영측은 2000년대에 들어 올해 처음으로 월급여 인상을 용인하는 입
장을 표명하였지만, 돌연 대두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향으로 앞으로 기업경영이 불투명
하다고 보고 약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춘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상
당 부분은 노동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근로자 소득 증가로 내
수가 진작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데 그에 따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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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08년 고용전망 6

Special Feature

2007년 중국 노동시장 분석 및
2008년 전망
방혜정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국제통화기금이 2008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1%로 하향조정하며 세계경제의 추락 가능성을 경
고하는 와중에도 중국은 여전히 10.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자신하며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다.
2007년 1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 변화를 얻지는 못
했지만, 노동력 수요와 공급 상황의 안정적 조절에 점진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중국노동시
장의 전반적 상황 분석을 통해 2008년 노동시장에 대한 기본적 전망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도시노동력 수요공급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심화로 2007년 중국 도시노동력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증가하였다. 2007년
1/4분기의 경우, 2006년 동기 대비, 900만 명의 조사대상 도시총인구수 차이에도, 도시총인구 중
노동력 수요공급률이 각각 0.5%, 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전체 도시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급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구조는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구직인수 대비 취직인수의 비율은 2006년 1 : 0.96에서 2007년 1 : 0.98로 일정 정도의 수준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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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7년 도시노동력시장 수요∙공급상황
시기/노동력현황

조사규모(도시 수/총인구)

수요(총인구 중 비율)

공급(총인구 중 비율)

수요비율(공급=1)

1/4분기

103/1.57억

3,385,021(21.6)

3,470,322(22.1)

0.98

2/4분기

103/1.8억

4,330,666(27.6)

4,441,635(28.3)

0.98

3/4분기

102/1.8억

4,820,303(30.7)

4,943,703(31.5)

0.98

4/4분기

94/1.75억

4,121,255(26.2)

4,218,453(26.9)

0.98

[그림 1] 2001~2006년도 노동시장 수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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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2007년 수요비율
2006년 수요비율

30

2007년 공급비율

28

30.7
28.3

2006년 공급비율

27.6

26.8

26

24.6

26.3
25.7
23.7

24

23.8

22.1
22

20

26.9

21.9

22.7

21.6
21.1
1/4분기

2/4사분기

3/4사분기

4/4사분기

■ 3차 산업 중심의 노동력 수요 구조
2001년 이래 전체 산업 노동력 수요의 72.5%를 차지하던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6년 64.7%의 수요를 보이던 3차 산업이 2007
년에는 2~3% 감소를 보이는 반면, 2006년 32.9%의 노동력 수요를 차지하던 2차 산업의 경우,
2007년에는 2~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노동력 수요를 살펴보면, 전체 각 분기별 수요의 66.7%, 66.6%, 65.4%, 67.1%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수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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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6년 전체 노동력 수요의 24.9%를 차지했던 제조업이 2007년 2~5%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건축업과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에서의 수요는 2006년 5.1%와
11.8%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대출서비스업의 경우는 2006년 7.0%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표 2> 산업별 노동력 수요 상황

(단위 : 천명, %)

시기/산업

1차 산업(수요/비율)

2차 산업(수요/비율)

3차 산업(수요/비율)

1/4분기

86,680(2.6)

1,174,092(34.7)

2,124,249(62.7)

2/4분기

99,671(2.3)

1,614,781(37.3)

2,616,214(60.4)

3/4분기

130,126(2.7)

1,749,342(36.3)

2,940,835(61.0)

4/4분기

78,119(1.9)

1,530,122(37.1)

2,513,014(61.0)

<표 3> 업종별 노동력수요상황
시기/산업
농임목어업

(단위 : 천명, %)

1/4분기(수요/비율)
82,873(2.5)

2/4분기(수요/비율)
98,643(2.3)

3/4분기(수요/비율)
129,481(2.7)

4/4분기(수요/비율)
77,022(1.9)

광산업

37,439(1.1)

45,192(1.0)

51,425(1.1)

36,688(0.9)

제조업

894,064(26.4)

1,256,973(29.0)

1,400,643(29.1)

1,237,107(30.0)

52,401(1.6)

65,629(1.5)

68,988(1.4)

62,044(1.5)

건축업

191,830(5.7)

246,169(5.7)

226,828(4.7)

186,127(4.5)

교통운수창고우정업

100,766(3.0)

136,687(3.1)

122,795(2.6)

104,317(2.5)

전력생산공급업

정보통신업

95,206(2.8)

124,726(2.9)

130,496(2.7)

122,793(3.0)

도소매업

590,539(17.5)

703,924(16.2)

786,539(16.3)

668,916(16.2)

숙박요식업

438,512(13.0)

527,546(12.2)

515,155(10.7)

486,263(11.8)

57,241(1.7)

74,684(1.7)

89,713(1.9)

85,530(2.1)

금융업
부동산업

96,939(2.9)

124,004(2.9)

162,859(3.4)

124,123(3.0)

204,334(6.0)

301,735(7.0)

416,086(8.6)

308,325(7.5)

과학연구및지질탐사업

29,956(0.9)

46,305(1.1)

65,382(1.4)

47,437(1.2)

환경및공공설비관리업

23,518(0.7)

29,082(0.7)

26,632(0.6)

24,961(0.6)

대출서비스업

주민및기타서비스업

332,251(9.8)

397,682(9.2)

446,560(9.3)

375,137(9.1)

교육업

34,036(1.0)

37,300(0.9)

39,565(0.8)

41,010(1.0)

위생사회보장복리업

30,019(0.9)

30,286(0.7)

41,690(0.9)

40,344(1.0)

문화체육오락

64,765(1.9)

61,072(1.4)

67,414(1.4)

65,076(1.6)

공공관리사회단체

23,769(0.7)

19,009(0.4)

27,261(0.6)

25,372(0.6)

국제기구

4,563(0.1)

4,018(0.1)

4,791(0.1)

2,663(0.1)

전 체

3,385,021

4,330,666

4,820,303

4,1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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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노동력 수요 소폭 증가
기업은 2006년 전체 사용자의 96.1%를 차지하였고, 2007년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기업구
조개혁에 힘입어 국유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연합경영기업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유한책임기업은 전년 18.4%에서 2007년 3%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2006
년 전체 기업 노동력 수요의 78.2%를 차지하던 국내자본기업의 비중은 2007년 꾸준한 감소를 보
이는 반면, 외자기업과 홍콩, 대만, 마카오 투자기업들의 노동력 수요는 전년 각각 7.1%와 5.1%에
비해 2007년 2%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4> 사용자별 노동력 수요 상황
시기/산업
기업
국내자본기업
국유기업

(단위 : 천명, %)

1/4분기(수요/비율)

2/4분기(수요/비율)

3/4분기(수요/비율)

4/4분기(수요/비율)

3,280,910(96.9)

4,196,427(96.9)

4,664,890(96.8)

3,977,622(96.5)

2,540.693(77.4)

3,176,171(75.7)

3,495,987(74.9)

2,926,066(73.6)

123,894(3.8)

153,408(3.7)

174,910(3.8)

161,216(4.1)

1)집체기업

103,699(3.2)

152,516(3.6)

133,985(2.9)

124,571(3.1)

2)주식합작기업

148,247(4.5)

191,804(4.6)

169,841(3.6)

142,945(3.6)

3)연합경영기업

91,755(2.8)

101,981(2.4)

100,053(2.1)

90,563(2.3)

4)유한책임공사

668,200(20.4)

787,486(18.8)

1,020,401(21.9)

862,951(21.7)

주식회사

363,254(11.1)

447,362(10.7)

433,612(9.3)

427,581(10.8)

사영기업

928,502(28.3)

1,187,448(28.3)

1,280,349(27.5)

992,183(24.9)

기타기업

113,142(3.5)

154,166(3.6)

182,836(3.9)

124,056(3.1)

대만,홍콩,
마카오투자기업

170,156(5.2)

293,034(7.0)

339,943(7.3)

289,970(7.3)

외자기업

237,443(7.2)

335,579(8.0)

431,002(9.2)

361,995(9.1)

332,618(10.1)

391,643(9.3)

397,958(8.5)

399,591(10.1)

사회단체

21,469(0.6)

30,156(0.7)

25,664(0.5)

24,070(0.6)

공공기관

7,088(0.2)

10,248(0.2)

6,266(0.1)

8,393(0.2)

75,554(2.2)

93,835(2.2)

123,483(2.6)

111,170(2.7)

3,385,021

4,330,666

4,820,303

4,121,255

개인사업자

기타
전 체

주 : 1)집체기업 = 기업의 재산이 근로자 공동의 소유인 기업.
주 : 2)주식합작기업 = 근로자들이 공동출자하고 주식의 일정부분은 사회의 투자를 받아들이며, 자주경영, 민주관리,
근로별 이익분배를 실시하는 기업.
주 : 3)연합경영기업 = 기업간 혹은 기업과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경영하는 기업.
주 : 4)유한책임공사 = 주주가 출자한 기업으로 주주의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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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의 비율 여전히 높아
2007년 전체 구직자 중 실업인구(신생실업인력, 전직과정, 기타실업)의 비율은 전년 58.1%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생실업인력에서 전문대졸 이상 학력
자의 비율도 2006년 35.6%에서 1% 정도의 증가를 보여, 대졸자들의 심각한 취업난이 적절히 해
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직과정에 있는 실업자와 재직자의 구직 활동도 2006년 18.2%
와 5.8%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취업난과 취업만족도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외에 농민
공의 경우, 전년 16.8%에 비해 2007년 점차 감소를 보이는 반면, 외지출신자의 도시 구직은 2006
년 13%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여성근로자의 비율 소폭 증가
2007년 전체 구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5년 43.8%와 2006년 44.2%에 비해 꾸준한 증가를 보
供求

여준다. 중국일부도시노동시장수요공급상황분석보고서
（
<표 5> 구직자별 노동력 공급 상황
구직자/시기

(단위 : 천명, %)

1/4분기(공급/비율)

2/4분기(공급/비율)

3/4분기(공급/비율)

4/4분기(공급/비율)

734,749(21.2)

938,600(21.1)

1,014,323(20.5)

911,802(21.6)

261,927(35.7)

344,350(36.8)

405,753(40.0)

312,682(34.2)

전직과정

629,819(18.2)

803,322(18.1)

830,569(16.8)

913,985(21.7)

기타실업자

511,455(14.7)

654,896(14.8)

838,590(17.0)

485,172(11.5)

재직자

202,967(5.8)

280,959(6.3)

363,458(7.4)

247,104(5.9)

해직자

228,436(6.6)

266,791(6.0)

269,128(5.4)

222,307(5.3)

퇴휴자

26,290(0.8)

31,831(0.7)

27,398(0.6)

25,802(0.6)

신생실업인력�
전문대이상졸업

재학생

102,619(3.0)

140,245(3.1)

155,505(3.2)

108,346(2.6)

농민공

584,428(16.8)

672,237(15.2)

639,864(12.9)

637,907(15.1)

외지출신자

449,559(13.0)

652,754(14.7)

804,868(16.3)

666,028(15.8)

3,470,322

4,441,635

4,943,703

4,218,453

전 체

）

주 : � 신생실업인력 = 도시실업자로 등기된 인원 중 무취업경험자, 각 학교 졸업생, 상급학교 미진학인원, 군입대자
및 기타 첫 실업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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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타 통계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2005년 38.5%, 2006년 39%, 2007년
39%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근로자 성별과 무관한 노동력 수요는 2005년 25.8%, 2006년 25.6%,
2007년 25%로 점차 감소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6~34세 구직자 전체의 70% 차지
상기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88.6%의 기업이 근로자의 연령에 대한 요구조건을 내세
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직자 중 16~34세의 비율이 2006년 69.9%, 2007년 70.1%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6~24세의 비율이 전년 36.1%에서 2007년 1%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35~44세 구직자의 비율은 전년 21.2%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45세 이상 구직자
는 전년 8.9%에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국정연구센터 후안강(

) 주임은 중국은

현재 심각한 취업과의 전쟁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실업자 재취업 문제는 신세기 중국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45세 이상 구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는 최근 중국 정부
의 취업촉진정책의 중점 대상이며, 올해에도 산업구조 개편과 고용 수요에 알맞은 취업교육정책
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성별 노동력 공급 상황

(단위 : 천명, %)

성별/시기

1/4분기(공급/비율)

2/4분기(공급/비율)

3/4분기(공급/비율)

4/4분기(공급/비율)

남 자

1,940,982(55.9)

2,441,845(55.0)

2,706,484(54.7)

2,285,135(54.2)

여 자

1,529,340(44.1)

1,999,790(45.0)

2,237,219(45.3)

1,933,318(45.8)

전 체

3,470,322

4,441,635

4,943,703

4,218,453

<표 7> 연령별 노동력 공급 상황
연령/시기

1/4분기(공급/비율)

2/4분기(공급/비율)

3/4분기(공급/비율)

4/4분기(공급/비율)

16~24세

1,195,013(34.4)

1,526,756(34.4)

1,845,175(37.3)

1,419,972(33.7)

25~34세

1,195,091(34.4)

1,555,273(35.0)

1,655,691(33.5)

1,555,957(36.9)

35~44세

748,980(21.6)

937,032(21.1)

979,602(19.8)

845,835(20.1)

45세 이상

331,238(9.5)

422,574(9.5)

463,235(9.4)

396,689(9.4)

3,470,322

4,441,635

4,943,703

4,218,453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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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졸 이상 구직자들의 취업 우려 높아져
중국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5년 전체 구직자의 32.8%, 2006년
28.6%를 차지하던 초중등 이하 학력자들의 비율이 1% 정도 감소하고, 고졸자의 경우, 2006년
45%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으나, 2005년 41.9%에 비해 여전히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졸

<표 8> 교육수준별 노동력 공급 상황
교육수준/시기
초∙중등이하
고졸
직업고, 기술고,
기술학교
전문대졸
대졸
석사이상
전 체

(단위 : 천명, %)

1/4분기(공급/비율)

2/4분기(공급/비율)

3/4분기(공급/비율)

4/4분기(공급/비율)

968,810(27.9)

1,248,189(28.1)

1,387,855(28.1)

1,122,924(26.6)

1,518,325(43.8)

1,929,641(43.4)

2,151,668(43.5)

1,852,570(43.9)

836,512(55.1)

1,072,537(55.6)

1,201,111(55.8)

1,083,238(58.5)

699,154(20.2)

848,091(19.1)

978,622(19.8)

867,423(20.6)

274,931(7.9)

399,425(9.0)

410,951(8.3)

365,094(8.7)

9,102(0.3)

16,289(0.4)

14,607(0.3)

10,442(0.3)

3,470,322

4,441,635

4,943,703

4,218,453

[그림 2] 2001~2007년 전체 구직자 중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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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중 직업고, 기술고, 기술학교 등 비인문계 고졸자의 비율이 2006년 55%에서 2007년 1%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상기한 분석보고서의 기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비인문계 고졸자
에 대한 수요가 전체 고졸자의 50%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구직자는 2006년 전체 구직자의 26.5%에서 2007년 2% 이상 증
가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수요는 2006년 전체 수요의 22.5%에서 2007년 22.9% 수준에 그치고 있
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매년 고등교육 수혜자들의 취업난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양이용(

) 부원장에 따르면, 2008년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는

2007년 464만 명에서 5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여기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70만~80만 명
의 2007년도 졸업생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2008년 구직 전선에 뛰어드는 이들의 수는 600만 명 이
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07년 중국취업촉진정책의 성과
2007년 초 중국 정부는 전국 도시에 900만 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직실업자 500만 명의 재
취업을 확보하며, 40~50대 100만 취업곤란 대상자의 취업을 실현하며, 실업률을 4.6% 내로 억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95146’정책을 진행했다. 연말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 도시에 1,220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550만 실업자의 재취업이 이루어졌으며, 140만 취업곤란대상
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재정부 사회보장프로젝트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취업
과 사회보장관련 항목으로 지출된 재정이 5,396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 2008년 중국의 고용 문제, 중점의 확대와 변화 요구되
매년 2,000만 명의 새로운 구직자가 증가하는 반면, 800만~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만이 창출
되는 상황에서, 1,200만 실업자들의 취업 문제는 중국사회의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2008년
암울한 세계경제전망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1,200만 도시구직자, 500만 해직자, 40~50대 100만
취업곤란대상자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실업률을 4.2% 수준으로 억제하는‘125142’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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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의 <2008년 중국경제상황분석과 예측>에 따르면, 2008년 경제성장률이 11.6%
이라는 최고 기록을 세웠으나, 소비자물가지수가 4.5%까지 증가하고, 투자와 수출의 증가 추세가
완만해지는 동시에, 거시경제조정정책으로 2008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1% 수준에 머무
券 ）
는 거시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노동관련 신

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샹하이쩡취엔빠오
（

법들이 실시되는 2008년은 고용 비용이 20~30% 증가하고, 환경 비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
향으로, 1/4사분기 고용이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관련 법제들의 규범화가 정식 진행되는 2008년, 중국 정부는 특히 취업촉진법과 장애인취
업조례의 실행을 통해, 고용문제의 중점 대상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할 것이
다. 졸업 후 곧바로 실업상태에 빠지는 고급 인력들의 생활문제를 살피면서, 전 국민의 6%에 해당
하는 장애인의 취업문제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논점이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7년 8,296만
여 명의 장애인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2,266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도시취업자는 463만 명에
불과하다. 858만 명의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 기회를 얻지 못 하는 상황에서 매년 약 30
만 명의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문제 해결과 더불어, 중국은 이미 근로계약법의 실행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용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상하이 푸단(

)대 <2006년 중국비정규취업발전보고 : 노동력

시장재관찰>의 조사는 중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1억 3,0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다양한
고용관계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중점의 변화와 확대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통계자료는 중국노동사회보장부가 제공하는 중국노동력시장정보망예측센터(
)의 매년 분기별 중국일부도시노동력시장수요공급상황분석(
供求

)을 기초로 재정리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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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철도공사 파업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그 경제적 효과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 AG)와 철도기관사노조(GDL : Gewerkschaft Deutscher Lokomotivführer)의 임금협상과 이로 인한 파업투쟁은 독일 경제의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1) 임금협상을 둘러싼 파업투쟁은 기관사노조가 기관사 및 승무
보조원 등 철도운영인력에 대한 독자적인 단체협약안(Tarifvertrag) 체결과 월급을 1,970유로에서
2,500유로로 인상할 것을 공사측에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2) 2008년 1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친
1) 2007년은 과거 14년 동안 독일에서 파업이 최고치에 도달한 해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약
580,000일에 달하였다. 이 중에서 철도기관사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8%에 해당된다.
Süddeutsche Zeitung,“Arbeitsausfall,”2008. 01. 02., 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artikel/
768/150397/ 참조.
2) - 2007. 03 : 노조가 철도담당인력의 독자적인 단체협약안 체결과 임금인상 요구
- 2007. 07. 13~19 : 제1차 임금협상 시작 및 결렬
- 2007. 08.09 : 전 CDU(기민당) 정치인 Heiner Gei�ler와 Kurt Biedenkopf의 중재 개시 및 중재 실패로
인한 전국적인 파업 실시
- 2007. 10. 15 : 공사측에서 노조에게 별도의 임금협약안 제시, 노조의 거부로 재차 파업 실시
- 2007. 11. 08 ~10 : 철도화물운송부문의 42시간의 파업 강행 및 여객운송부문까지 파업 확대
- 2007. 12. 04 : 쌍방간 임금협상 재개 및 분쟁해결을 위한 향후계획에 합의
- 2007. 12. 19 : 노조측의 임금협상 거부 및 1월 7일자로 무제한 재파업 공고
- 2007. 12. 21 : 연방교통부장관인 Wolfgang Tiefensee를 통한 임금협상 재개 및 파업 철회를 위한 중재 시작
- 2008. 01. 05 : 교통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노조측에서 파업계획 철회 및 임금협상 재개
- 2008. 01. 13 : 노조측에서 파업 계획 철회 및 1월 말까지 새로운 임금협상 긍정적으로 검토
- 2008. 01. 30 : 노조와 공사간에 단체협약안 및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파업투쟁
사실상 종료
Süddeutsche Zeitung,“Chronologie des Bahn-Tarifstreits,”2008.01.13., 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artikel/569/152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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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파업투쟁은 지난 1월 30일 철도공사와 기관사노조가 임금협상에 합의를 함으로써 사
실상 종결되었다. 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약 2만 명에 이르는 기관사들에게 800유로의 특별수
당을 지급하며, 2009년 1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2008년 3월 1일부터 8% 인상 그리고 2008
년 9월 1일부로 3% 추가인상-월급을 11%까지 인상키로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2009년 2월
부터는 근로시간을 주당 41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것도 합의안에 포함되었다.3) 따
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철도공사와 기관사노조 간의 파업투쟁이 독일 경제 전반
에 미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독일 철도운송부문의 중요성
철도기관사노조와 철도공사 사이의 10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임금협상 및 파업투쟁은 철도운
송사업에 대한 독일경제의 의존도를 재고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도 독일 전체의 화물
운송량은 6,200억 tkm4)에 달한다. 이 중 70%는 대부분 화물트럭에 의한 도로화물운송이며, 약
17% 정도가 철도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다(그림1 참조). 이러한 철도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철도운송을 제외한 내륙운하 및 기타 운송수단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
세에 있다.
현재 철도화물운송사업 분야에서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 AG)는 가장 지배적이고도 대
표적인 업체로서 84%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더불어 독일철도공사는 하루
약 3만 2,000회의 열차를 운행하며, 이 중 85%가 승객수송을 위한 것이다.5) 독일철도공사는 철
도를 통해 하루 약 500만 명의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며, 2억 4,000만 유로 상당의 화물수송을 담
당하는 독일의 거대 공급자이다.
3)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Schell : Der Tarifvertrag ist fertig,”2008.01.30., http://www.
faz.net/s/Rub43FDFB7ACD5B4FACB4A72546BD2684C2/Doc~E18A57B3318784E288708B846F
79BD7BE~ATpl~Ecommon~Scontent.html 및 GDL-Pressemitteilung(보도자료),“Tarifabschluss ist
unter Dach und Fach,”2008.01.30., http://www.gdl.de/redaktionssystem/sitecontrol.php?
action=showarticle&mode=news_artikel/1201715571.html 참조.
4) 톤킬로미터 : 1톤을 1km 운송하는 화물운송 총량의 단위.
5) Deutsche Bahn AG, Geschäftsbericht 2006 (2006 사업연보), 2007.03.

>>

_63

[그림 1] 운송수단별 화물수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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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IW 주간보고서, 2008. 01. 16

[그림 2] 운송수단별 여객수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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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IW 주간보고서, 200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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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업별 철도화물운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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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IW 주간보고서, 2008. 01. 16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의 철도운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그 이유로는 물류조달망의 협
소성 증대와 운송에 따르는 높은 시간 제약들, 그리고 연료가격 및 도로통행세 상승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상당수의 기업들에게 납품∙배송기한을 엄수하여 화물 배송이 가능
한 철도화물운송이 보다 더 선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화물운송부문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철도화물운송부문의 파업은 직접적으로 철도업 분야의 조업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간접적으
로는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경제 단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류배송의 차질로 인한
연관산업의 조업∙생산중단은 국가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해
당 기업들에게는 이윤손실 그리고 개별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손실 등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
기한다. 이러한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생산손실분을 회복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며, 특히 이렇듯
불충분한 생산가능성은 차후에 주문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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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W 연구소(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의 주간보고서에 의하면,6) 작년 한해 동안
철도공사 파업으로 인한 독일 경제 전체의 노동손실일수 및 소득손실일수,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
적 비용 낭비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파업으로 인한 화물운송부문의 조
업중단이 약 3~4일 정도만 지속되어도 하루 평균 약 7,000만 유로(70 Millionen Euro)7) 상당의 경
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파업이 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면, 하루 독일
의 경제적 손실액은 1억 5,000만 유로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독일철도공사
의 파업으로 인해 모든 철도화물운송이 중지되게 되어 이를 전부 도로화물운송으로 대체할 경우,
동일한 물량의 화물수송을 위해서는 하루에 약 1만 대 이상의 화물트럭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전체 철도화물운송이 파업으로 인해 중지되었다는 것을 상정한 경우이지
만, 화물운송부문에서 철도공사 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 여객운송부문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비용손실
파업은 화물운송부문뿐만 아니라 여객운송부문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독일
에서처럼 여객운송업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파업으로 인해 개별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직장이나 거래처 등에 적시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노
동/소득손실이 초래된다. 또한 열차운행의 중단으로 인해 차선의 여객수단-예를 들어 자가용, 공
공버스, 택시 혹은 비행기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교통비 및 거래비
용을 야기시킨다.8) 또한 추가적으로 교통 정체에 따르는 여타 사회적 비용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열차운행 중단으로 인한 교통 정체의 심화 및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비용, 연
료낭비 비용 그리고 정체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6) DIW-Wochenbericht(주간보고서),“Die Wirtschaftlichen Folgen von Bahnstreiks,”Nr. 03/2008,
2008. 01. 16. http://www.diw.de
7) 원화로 약 980억 원(1유로=1,400원).
8) 파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목적지(직장)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차선의 여객운송수단을 탐색하
고 선택하여야만 하는데, 거래비용이란 개개인이 이러한 차선의 운송수단을 탐색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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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W의 추정에 의하면, 만약 여객운송부문의 파업으로 인해 100만 명의 열차승객들이 피해를 입
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개별 승객들은 증가된 교통운임비 및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서 한 사람당 하
루 평균 10유로 정도의 소득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1,000만 유로의 소득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이 된다. 물론 철도여객운송부문의 파업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되는 다른 운송업자
들의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매출액 감소
그 외에도 파업이 직접적으로 독일철도공사의 매출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다. 독일
철도공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화물운송부문에서 1,500만 유로 그리고 여객수송부문에서 2,700
만 유로로 전체 4,200만 유로에 달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파업투쟁은 철도공사측의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 임금투쟁과 반복적인 파업은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화물 및 여객운송을 위해
철도공사를 이용했던 많은 기업들 및 개인들이 다른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유인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철도공사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맺음말
독일 철도운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 AG)의 장기적인 파업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과 손실을 초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파업 및 조업중단
으로 인한 철도화물운송부문의 부가가치 손실액이 하루 약 7,000만 유로에 달하며, 여기에 여객운
송부문을 합산하게 되면 손실분은 9,000만 유로로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독일의
하루 평균 순부가가치 생산의 10%에 상당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일 내에서 여타 운송수단에
비해 철도운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파업이 독일 경제 전반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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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07년 연금개혁 :
오랜 실험의 마지막 혹은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새로운 실험의 시작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최영준 (영국 바스대학교 조교수)

■ 머리말
영국은 지난 약 40년간 쉼 없는 연금개혁을 해오고 있다. 이는 영국의 연금제도가 다른 서구선진
국에 비해서 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
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만을 고려할 때는 다소 의아한 일이
다. 실제로 공적연금 지출 수준은 2000년 5.4%로 서유럽 국가 중 최하이다(Emmerson, 2003). 더
욱 주목되는 사실은 현 지출 수준이 2050년까지 유지 혹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
이다. 분명 공적연금의‘재정안정성’
이라는 측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비교해
볼 때 공사연금의 조합된 형태를 발전시킨 영국은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영국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2007년에 새로운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기존 연금개혁의 내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최근 2007년 연금개혁
의 필요성과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게 될 것이다.

■ 영국의 연금개혁
영국은 17~18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직역연금의 발전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제정되고, 국민보험의 한 축으로 정액 방식의 기초연금제도
가 확립된 것이 영국 연금제도의 본격적인 발전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을 비롯
한 다른 서구국가들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일찍이 발전시킨 데에 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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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국민보험이 도입되기 전의 공적연금제도인 1908년 노령연금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급여의 측면이 강했다. 첫 적립식 직역연금의 시초는 17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며, 20세기 초에는 이미 공공/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상당 부분 보편화되어 있었다(Blake, 2003). 전
후의 기초연금제도 역시 높은 급여 수준을 가진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개인의 저축이나
민간급여에 추가되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이 짙었다. 베버리지는 국가가 최저선 보장 이상으로는
개인이나 가족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everidge, 1942). 이후 직역연금은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활황을 업고 1950년대 1960
년에 계속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여를 기초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의 가입자와 가입
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1970년대 접어들면서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연금제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개혁의 일환으로 노
동당 정부는 일단 1974년의 국민보험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초연금 급여의 상승을 물가나 임금 중
높은 쪽으로 연동하게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1975년에는 사회보장연금법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소득비례이층연금(SERPS)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1978년에 실시하게 되었다. SERPS는 급여
수준이 높은 완전소득비례연금제도였으며, 이로써 직역연금이 없었던 피고용인들도 연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ERPS의 도입으로 연금이 삼층체계(일층 기초연금+이층
SERPS+삼층 직역연금) 구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적용제외
(contracting-out)’방식을 통하여 이층체계를 유지하였다. 일층은 기초연금이 존재하고, 이층에서
는 기본적으로 모든 피고용인이 SERPS에 가입하게 되나, 적용제외를 통하여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비록 SERPS에서 제공하는 최저수준에 연금에 준하는 보장최저연금(Guaranteed
Minimum Pensions : GMP)을 지급할 경우에만 적용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
존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직역연금에 남아 있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집권
하면서 연금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수당의 연금개혁의 바탕에서는 공
적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있었다(Bonoli, 2000). 공적연금의 재정안
정성을 위하여는 기초연금의 연동방식을 물가로 전환하는 것과 SERPS에서 유족연금의 삭감/급여
산식 변경/소득구간 재측정 등을 통하여 급여의 2/3을 줄이는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또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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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유연화 전략과 함께 공적연금의 축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6년 적용제외의 한 방식으로 개
인연금의 도입, 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 도입, 그리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개혁의 결과로 많은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개인연금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개혁들을 통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개
인연금의 확대와 사적연금의 확대는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SERPS에 남아 있
는 것이 유리한 피고용인들이 민간연금회사의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개인연금으로 옮겨가서 큰
손해를 보는 사례를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1), 직역연금의 기금 안정성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또한 노인빈곤 및 불평등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1997년에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일층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이층체계의
민간 역할 강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중요한 연금개혁을 단행한다. 주내용으로는 최저소득보장제도
(이후 연금크레딧제도로 전환)를 도입함으로 빈곤선 이하의 모든 연금수급자들에게 빈곤선 이상
의 소득을 제공하게 된다. 이층체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SERPS를 폐지하고, 다소 단순화된 그리고
저소득층 피고용자를 타깃한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을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
적연금시장에 대한 규제 장치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연금의 새로운 형태인 스텍홀더연금
(Stakeholder pension)을 도입하게 된다. 스텍홀더연금은 기존의 개인연금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문제,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문제, 역선택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수수료의 한도를 낮게 제한하며, 낮은 수준의 기여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당의 노력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상당한 개선을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
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사적연금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층체계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
게 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적부분 연금가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저소

1) 특히 광부, 학교교사, 간호사, 그리고 경찰관 등이 주타깃이 되었었는데, 이들은 확정급여 직역연금에
서 고용주가 기여하지도 않고, 행정비용으로 기여의 25% 가량이 수수료로 부과되는 개인연금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한 예로 1989년에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1994년에 60세로 은퇴한
광부의 경우 개인연금에서 받은 액수는 일시금 2,759파운드에 연금 734파운드를 받게 되었지만, 실
제로 그가 확정급여형 직역연금에 남아 있었을 경우 5,125파운드의 일시금에 1,791파운드의 연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영국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개인연금회사는 총 135억 파운드에 이
르는 보상을 해야 했다(Blak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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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층체계 가입자의 변화
가입자(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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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6a)

득층을 타깃하고 있는 이층공적연금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게 된다.
다음 <표 1>는 현재 영국의 연금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설명
했던 이층체계 위의 삼층에는 사적연금에 자발적 추가기여(AVCs 혹은 FSAVCs)나 다른 형태의 노
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이나 보험이 포함된다.
<표 1> 2007년 현재 영국의 연금체계
일층 체계 (국가, 강제)
�기초연금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
- 소득보조
- 연금크레딧 (2004~)
보장크레딧
저축크레딧

이층 체계 (국가/민간, 강제)
�국가부문
- SERPS
- 국가이층연금 (2002~)
�민간부문 (적용제외)
- 기업연금 (FDC형
혹은 확정급여형)
- 개인연금
- 스텍홀더연금

삼층 체계 (민간, 자발)
�기업연금/개인연금/스텍홀더
연금에 부가적기여 (AVCs 혹은
FSAVCs)
�다른 형태의 저축이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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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연금개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2년 정부는 영국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금개혁안들을 추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영국산
업회 회장이었던 Adair Turner, 통신노동자조합 위원장인 Jeannie Drake, 그리고 LSE의 사회정책
학 교수인 John Hills로 구성되었다. 이 연금위원회는 최근 영국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 위원회를 통해서 1차와 2차 보고서(2005년)가 발간되었다. 연금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핵심적으로 권고하였다(Pension Commission, 2005).
- 새로운 다층체계를 통하여 일반 평균소득 피고용인의 경우 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60~66%이며, 이는 ① 기초연금 17%, ② 정액 국가이층연금 44년 기여시 14%, ③ 국민연금
저축제도(National Pension Saving Scheme : NPSS)로 약 15~18%, 그리고 마지막 NPSS에 추
가기여를 통하여 약 15~18%로 구성되게 함.
- 기초연금의 급여 연동을 물가에서 임금으로 다시 전환함으로 장기적으로 연금의 가치가 떨어
지는 것을 방지하고 함. 또한 케어 제공자나 여성에 대한 연금권을 강화함.
- 이층체계로 국가이층연금을 기본으로 그 위에 모든 피고용인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저비용
적립방식의 국민연금저축제도(National Pension Saving Schemes) 도입을 권고하는 동시에 일
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제외를 계속 적용하도록 함.
- 연금수급 연령을 2050년까지 67세에서 69세 사이로 올려서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위원회의 권고 이후 정부는 내외부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2006년‘Security in Retirement :
towards a new pensions system’
이라는 연금백서를 펴내고, 2007년 연금법에 따라서 2010년 이후
에 시행될 새로운 다층체계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07b). 새
로운 연금체계를 위해서 정부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공표하였다 ; 개인의 책임증진(promote
personal responsibility), 공정성(be fair), 단순성(be simple), 경제적 지속가능성(be affordable), 정치
적 지속가능성(be sustainable). 이 연금개혁의 핵심은 개인계정연금제도(personal account scheme)
의 도입이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06b). 스텍홀더연금과 같이 양질의 저비용 FDC
형 개인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계정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용인이 될 경우 자동으로 개
인계정연금제도에 가입되게 된다. 현재 피고용인이 될 경우 공적연금인 국가이층연금으로 자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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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되며 사적연금으로 적용제외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개인계정연금제도가 실
시되면, 피고용인이 될 경우 사적연금의 형태인 개인계정연금제도로 자동 강제가입이 되게 된다.
여타 개인연금과 같이 개인은 여전히 다양한 펀드와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
요한 기존 개인연금이나 스텍홀더연금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피고용인의 단독 기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최소 3%까지 함께 기여를 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가 세제혜택을 통하여 또한
1% 기여하게 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이층연금은 기초연금에 정액으로 추가된 연금(top-up
pension)으로-추가국가연금(Additional State Pension)으로 명명함-전환할 것을 정하였으며, 확정
기여방식의 직역연금은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기존의 확정급여형 직역연금으로의 적용제
외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중요한 연금개혁은 기초연금의 강화이다. 기초연금의 연동이 물가에서 임금으로 재전
환되며, 완전기초연금 급여를 받기 위한 최대 기여연수를 30년으로 대폭 줄임으로 자산조사에 의
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 장애인이나 케어러를 위한 혜택을 늘리는 등 일층에
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는 기초연금이 계속 물가에 연동하게 될 경우, 그리고 현재와 같
이 이층체계가 계속 축소될 경우 2050년에는 연금수급자의 약 70~80%가 자산조사에 따른 최저
소득보장(Guarantee Credit이라 명함)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Pension
Policy Institute, 2008). 하지만, 연금수급 연령을 2044년까지 68세로 높이는 것도 동시에 제정함으
로써, 새로운 연금체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새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개인계정연금체계가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층체계에 있어서 자동가입이 되는 기
본적 제도로서 FDC형이 선택됨으로써 국가의 보다 직접적인 통제 하에 운영되게 되었다.

■ 맺음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은 지난 40년 동안 연금개혁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소
화시키려 노력하였으나, 그리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최근까지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보수당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하
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 노인소득보장의 문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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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금의 규제 문제 등 주요한 현안들이 새로운 연금개혁의 배경을 마련하였다. 이에 현 노동당 정
부는 2007년 오랜 논의 끝에 새로운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공적연금의 일방적인 확대나 사적연
금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일층체계에 있어서 공공성의 강화와 이층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철폐와 사
적연금의 근본적인 제도화를 꽤하였다. 이는 영국 공적연금의 출발부터 지속되어 온, 타사회보험
방식의 대륙유럽국가들과는 다른, 공적연금의 역할이 일층체계에 제한되며, 사적연금이 이층체계
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도적 유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층체계의 공공성 강화로
자산조사의 감소와 함께 기본적인 노인소득보장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역연금과
개인연금의 발전이 지난 10년 동안 상당 부분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강제저축제도인 국
민연금계정제도가 잘 정착할 것인가가 이번 2007년의 연금개혁이 오랜 연금개혁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연금개혁의 시작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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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시장 현대화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위한 노사협약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프랑스의 대표 사용자단체와 대표 노동조합 간의 전국단위교섭이 약 5개월간 진행된 끝에, 마침
내‘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협약(Accord du 11 janvier 2008 sur la 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
이 지난 1월 23일 최종 서명되어 정부측에 제출되었다.
현재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 협약은 프랑스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논의되어
오던 사안인 근로계약제를 포함한 것으로서,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 끝에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협약 체결의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배경 및 경과
노동시장에서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é)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각 회원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략적으로 유연안정성의 확보는 근로계약제에 있어
국가의 개입보다 노사자치협약 등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사용
자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신, 근로자는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을 보장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정부의 일련의 고용정책1)에서 그리고 노사자치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1) 특히, 2006년에 도입된 신채용계약(CNE), 2007년 입법화되었으나 노조와 학생들의 강한 반대에 부
딪쳐 철회된 최초채용계약(CPE) 등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해고제한이 완화된 형태의 단일근로계약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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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Medef가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안정과 근로계약 및 실업보험에 관한 사회적 대화 개시를 제안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노조 측
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2007년 6월이 되어서야 관련 교섭 개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같은 해 9월 마침내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교섭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하여 프랑스식 유연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하에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고용안정성의 확보와 해
고조건의 완화, 그리고 기업 수요에 대한 노동력의 상시 연계를 위한 개별 서비스 확보가 그것이다.
노사 간의 집중교섭으로 1월 11일 협약 최종안이 작성되었고, 1월 21일 프랑스의 3개 사용자 단
체인 Medef, CGPME, UPA와 4개 대표 노조인 CFDT, FO, CFTC, CFE-CGC가 이에 서명함으로
써 협약은 효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CGT는 협약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근로
자 보호 사항은 미약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다2).

■ 협약의 주요 내용3)

이 협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있어 기존 노동법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 두 가지 양
태인 해고와 사직의 중간에 위치한 새로운 해지 방법을 도입하였다.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도, 근
로자에 의한 사직도 아닌 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서는 특히 근로자측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이 가능하도록, 모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노조나 근
로자대표 등의 개입을 허용하며, 협의 후 2주 전까지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마련하였다. 협의해지는 대상자에게 법정해고수당 및 실업수당을 보장해 주지만, 일단 협의가 확
정되면 근로자들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주장대로 협의의 확정 및 법
적 효과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영역이 아닌 행정적 영역에서 그 통
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CGT측의 협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입장은 http://docsite.cgt.fr/1200499526.pdf 참조.
3) 협약원문은 http://www.lesechos.fr/medias/2008/0114//30023306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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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를 정한 근로계약은 2004년도 비르빌보고서4)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서, 일종의 도
급계약적 성격을 가진다. 즉 특정한 업무의 완수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이 완료됨으
로써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형태이다. 협약에 의하면 이 근로계약은 산별 협약이나 기업
단위 협약에 의하여 가능하며, 기술자나 관리직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때 근로계약 기간
은 최소 18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대략의 기간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
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 완수 이후 사용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
가 없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실업수당 외에도 전체 보수의 10%에 해
당하는 특별수당을 받게 된다.
시험적 운용이라는 취지에서 이 계약은 법률 발효 이후 6개월마다 그 이용 실태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노사 양측이 그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 또
한 남겨두고 있다.

협약은 근로자 보호책으로서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직장에서의 권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로 협약에서 언급된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근로자들은 실직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보험 기간의 1/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이상) 이 권리가 유지되
며 그 재정 부담은 이전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간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의한다. 다음으로 기존 직장에서 가지던 개별적 직업교육권(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DIF)을 실업기간의 처음 절반 기간 동안, 그리고 새 직장에 채용된 후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 및 보완을 위한 교섭을 재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정부보고서“Pour un code du travail plus efficace : rapport au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Virville Michel, 2004 http://lesrapports.
ladocumentationfrancaise.fr/BRP/044000015/0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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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또한 25세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습기간
을 학사 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동시에, 기업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계약해지 이후 구직에 관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보장, 그리고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련한
사항을 공공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근로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실업보험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 오던 25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실업수당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다.

■ 평가 및 전망
협약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측은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Medef는 이 협약이 프랑스식 유연안정성의 문을 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높
이 평가했다. 이에 반해 노조측은 일단 협약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문제에
있어서는 시작 수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FDT는 시작점으로서의 협약의 의의를 인
정하고 의료비 요건 완화나 해고수당 재평가 등, 근로자에게 곧바로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O와 CFTC 관계자들도 협약이 사용자와의‘타협’
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근로자 보호 문제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5).
이 협약은 당초 교섭이 시작되면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노동시장 구조에 큰 지각 변동을 가
져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고나 근로계약제 등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문
제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일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차후 프랑스식의 유연안정성
이 어떠한 형태로 정착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까다롭고 정형적이었던 기존 해고 절차에 합의해지라는
보다 자율적인 선택지를 추가했으며, 이것이 사법이 아닌 행정권의 범위에서 통제되도록 했다는

5) http://www.lesechos.fr/info/france/4671623.htm 및 <르몽드> 1월 2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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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셈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해고 부분을
양보한 대신, 이직시 근로자의 권리승계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그 성과는 당초 노조가 주
장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논의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결국 보다 손쉬운 해고를 원하는 사용자와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입장, 그리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제의 도입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번 협약 체결은 그 내용보다는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의
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근 프랑스의 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노
조와 사용자대표 간의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기는커녕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면서 그 자체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의심받고 있었고, 이는 다시 사르코지 정부에게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구실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조와 사용자대표들은 노동 분야에 있어 현
재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무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단일근로계약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와 사용자 양측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이번 협약이 체결
되지 못할 경우, 노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 부담이 적극적인 교섭과 협약 체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실제로 그동안 다른 교섭 과정에서 줄곧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CGT가 협약
안이 나오기 이틀 전까지도 구체적인 협상안을 들고 사용자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며, 협약안에 서
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이후에도 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CGT가 비록 이번 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연말에 치뤄질 노
동분쟁조정위원회(Conseil de prud’
hommes)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그 전에 완료될 근로자대표 시
스템 개혁 과정에 있어 노동자측의 주요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이라
고 분석된다. 또한 다른 노조들도 각자 집중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
회를 잡은 셈이다6).

6) LeMonde 1월 16일자,“Un accord au secours du dialogue socia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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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도 일단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 나온 이상,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비에 베르트랑 노동부 장관은 23일 협약서의 내용은 변경없이 그대로 입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
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이번 여름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노사협약의 체결 및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 양측 및 정부의 태도가 현재 진행되
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실업보험, 노령연금, 근로자대표 시스템 등 다른 굵직굵직한 교섭사안들
에 대한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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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금기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관리소홀 문제와 정부대책
국제노동동향 ④ - 일본

김명중 (일본경제연구센터 연구원)

■ 머리말
1961년 전 국민연금이 실시된 이래 제도의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공적연금제
도가 피보험자와 관련된 기록 관리소홀과 기록 분실 즉‘공중에 뜬 연금’
과‘사라진 연금’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
는 데에 반해,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연금기록에 대한 특별상담센터의 설치’
,
‘연금기록확인중앙제3자위원회의 설치’
,‘연금특별통지서의 발송’
,‘사회보험청의 폐지’
등 계속
적인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민심의 이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공중에 뜬
연금’
과‘사라진 연금’
문제가 대두된 배경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일본의 경험과 대책이 한국의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공중에 뜬 연금 ’
과‘사라진 연금 ’

사회보험청은 1997년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연
금번호를 도입하여 3억 건에 이르는 연금기록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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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번호가 기재되지 않은‘공중에 뜬 연금 기록’
이 2006년 6월 시점으로 5,000만 건을 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초연금번호는 한 사람에 하나씩 부여되며, 전직 등을 이유로 복수의 연금
가입기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번호를 추적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실제 도입 과정에서
컴퓨터 입력시의 입력 미스와 신청서류의 불비 등에 의해 기초연금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가입 기
록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입기록에 기초연금번호가 없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
도 급부로 가산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생긴다.
5,000만 건의 공중에 뜬 연금과는 별도로 사회보험청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 등이 남아 있
지 않은‘사라진 연금’
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1954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후생연금 가입자 기록 1,430만 건이 구 대장(舊

)에서 별도로 보관되어 전자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연금번호가 공중에 뜨거나 보험료 납부기록 등이 사라진 이유로는 ① 컴퓨
터 입력 작업이 도입되기 이전의 지불 기록은 장부 등의 종이를 중심으로 한 대장에서 관리되었는
데, 가입자가 전근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 종이 대장의 송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
성, ② 컴퓨터에 의한 작업이 실시되었을 때의 기록은 모두 가타가나로 입력되었는데, 일본인의 한
자 이름은 똑같은 한자라도 읽는 방법이 서로 틀려, 전입 및 전출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이름이 바
뀌거나, 담당 직원이 한자를 잘못 읽어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 ③ 결혼 등에 의해 성이
바뀜으로 인해 결혼 전의 연금기록과 결혼 후의 연금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으로 일본 정부와 사회보험청은 연장국회에서 사회보험청의 개혁관련
법안과 연금시효철폐특례법안의 통과, 공중에 뜬 연금 5,000만 건의 1년 이내의 조회, 사라진 연금
을 구제하기 위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다. 아래는 상기의 연금 기록 문제가 처
음으로 발견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의 정부의 대책과 관련 사항을 날짜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공중에 뜬 연금과 사라진 연금1)

- 2007년 2월 17일 : 기초연금번호 누락, 2006년 6월 시점에서 5,000만 건.
1) 일본경제신문 2007년 2월 17일~2008년 1월 24일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

8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2007년 5월 11일: 후생노동성 및 사회보험청 공중에 뜬 연금 5,000만 건 중에서 생년월일이
잘못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기록이 약 30만 2,000건 존재한다고 발표 : 본인의 신고 누락이나
사회보험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미스가 원인.
- 2007년 5월 16일：2001년도 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시정촌2)
중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284개 시정촌이 성명과 납부 실적을 자필로 기록한 명부를 전부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과거 기록의 재조사가 난항을 겪게 됨.
- 2007년 5월 16일 : 아베 수상, 연금의 지불 누락이 판명된 경우에 과거 5년간으로 정한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부족분을 전액 보상하는 구제책을 특별입법으로 구상하는 방침을 표명.
- 2007년 5월 28일 : 아베 수상, 변호사와 사회보험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기관
의 설치를 표명.
- 2007년 5월 29일 : 아베 수상, 야당 오자와 민주당 총리와의 당수회담에서 1년 안에 연금기록
문제에 대한 조사를 완결하겠다고 표명.
- 2007년 6월 1일 :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사회보험청개혁법안과 연금지급누락에 대한 시효
를 철폐하는 특별법안을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참의원에 송부.
- 2007년 6월 6일 : 민주당 나가츠마 의원의 지적으로 해당자 불명의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기록
1,430만 건 추가 발견.
- 2007년 6월 8일 : 연금기록문제검증위원회를 총무성에 설치, 위원장에는 마츠오 구니히로 전
검사총장을 기용.
- 2007년 6월 11일 : 사회보험청, 연금기록에 대한 무료 전화상담 개시.
- 2007년 6월 12일 : 정부, 공적연금보험료의 납부기록과 장래 수급하는 연금액 등을 간단히 파
악할 수 있는 연금카드의 발행을 검토.
- 2007년 6월 16일 : 자민당 나카가와 정조회장, 사회보험번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
향을 표명.

2)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을 묶어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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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3일 : 민주당 나가츠마 의원, 국민연금 특례연금제도3)의 전체 이용건수가 약 729
만 건, 금액으로서 2,475만 엔에 달한다고 사회보험청의 추계 결과를 공표.
- 2007년 7월 3일 : 총무성, 연금기록이 없는 경우에 연금수급자격의 가부를 판단하는 연금기록
확인중앙위원회의 사무실을 도쿄도 분쿄구에 설치.
- 2007년 7월 4일 : 연금기록확인중앙제3자위원회, 일기나 수첩, 가계부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
록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증거로서 인정하는 방침을 결정.
- 2007년 7월 5일 : 정부, 공적연금 보험료의 납부 이력을 2008년 10월까지 전원에게 통지하는
방침을 확정.
- 2007년 7월 6일 : 정부, 각료회의에서 사회보험청이 공적연금 보험료의 기록 소홀을 1964년
9월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
- 2007년 7월 6일 : 연금시효철폐특례법의 시행.
- 2007년 7월 12일 : 사회보험청, 사망자의 생전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지급 누락 연금에 대해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 및 자매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확정, 사회보
험청으로부터의 통지가 아닌 해당자 본인의 조회가 조건.
- 2007년 7월 13일 : 연금기록확인중앙제3자위원회, 사회보험청에 기록정정 재심사를 신청한
36건 중에서 15건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인정.
- 2007년 10월 25일 : 사회보험청,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약 524만 건의 연금기록의 생년월일
이 1일, 10일, 20일, 30일 등 특정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2007년 11월 16일 : 사회보험청, 기초연금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약 5,000만 건의 공중에 뜬
연금의 해당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보내는 연금특별통지서의 자세한 내용을 공표.
- 2007년 11월 22일 : 마스조에 후생노동성대신, 이름 등이 기입되지 않은 약 524만 건의 연금
기록 중 현 시점에서 약 85%에 해당하는 444만 건의 데이터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나머지
15%는 난항을 예상(몇 %는 최선을 다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표명)

3) 과거의 보험료 미납이 원인으로 연금 급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무연금자를 줄일 목적으로 실시. 동 제
도에서는 통상 과거 2년 전의 보험료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납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과거의 미납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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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11일 : 사회보험청, 공중에 떠 있는 연금 약 5,000만 건의 4할에 해당하는 약
1,975만 건의 명단 대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힘, 2007년도 중의 수정작업 완료는 곤
란할 것으로 예상.
- 2007년 12월 12일 : 연금기록확인제3자위원회, 새롭게 62건의 연금급부를 인정. 연금기록확
인건수 1,000건 (급부인정 672건, 정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11건)을 넘었다고 발표.
- 2007년 12월 13일 : 연금기록문제검증위원회의 마츠오 좌장, 명단 대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1,975만 건의 연금기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 기록까지 추적하
면 상당수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표명.
- 2007년 12월 17일 : 사회보험청, 공중에 뜬 연금기록의 소유주 확인을 위한 연금특별통지서
의 우송을 개시(30만 통 발송)
- 2007년 12월 19일 : 공적연금의 기록 누락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청
의 연금특별전용 다이얼의 첫 날(2007년 12월 18일) 응답수는 4,121건. 응답률4)은 94.1%. 문
의자는 고령자가 중심으로, 연금특별통지서를 보는 방법이나 사회보험청에 반송하는 조회표
의 작성방법 등 기초적인 질문이 대부분.
- 2008년 1월 16일 : 후생연금제도가 시작된 1942년부터 구 대장(舊

)으로 불리는 낡은 종

이의 연금기록 1,365만 건 중에서 약 6만 건의 보존 장소가 불명.
- 2008년 1월 22일 : 2008년 공중에 뜬 연금기록의 소유주로 추정되는 자에게 보내는 연금특별
통지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이미 송부한 70만 통에 대해서는 재송부하는 방침을
결정. 재송부 금액 2억 엔 정도를 예상.
- 2008년 1월 24일 : 사회보험청, 연금기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직원숙사의
일부를 100만 엔대의 염가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짐. 민주당,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싼 가격으
로 처분하고 있다고 비판. 사회보험청,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가격 저하와 지방의 낮은 지가가
원인이라고 반론. 취득 가격은 미공표.

4) 걸려온 전화에 대해 실제로 상담원이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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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사례 1>
A씨의 경우에는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의해 연금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
다고 하는 사회보험청의 조언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 45만 엔을 일시불로 납부. 사회보험청과 사회
보험사무소에 기록이 누락. 부인과 지인의 기억을 중심으로 현재 사회보험청과 조정 중.

<사례 2>
B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연금기록이 누락. 남편이 60세가 되었을 때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안내
통지서가 도착. 후생연금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 바로 사회보험사무소에 연락. 후생연금
을 조금씩 발견.

<사례 3>
C씨의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 전직을 경험. 새로운 회사에 취직할 때마다 새로운 연금수첩을 사
회보험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연금수첩을 복수 보유. 타인 명의의 연금수첩이 송부된 경우도 있음.
기초연금번호의 도입으로 개인은 몇 번의 전직에 관계없이 하나의 연금수첩만 있으면 모든 연금
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청 직원의 미스로 인해 전직할 때마
다 연금수첩이 보내진 사례. C씨가 이 문제를 이상히 여겨 관할 사회보험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사
회보험사무소의 담당자는 오히려 연금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연금수첩을 복수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냐고 추궁.

사회보험청 개혁관련법안의 제정

사회보험청을 폐지하여 새롭게 비공무원형의 법인으로서 일본연금기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서
비스의 향상, 보험료의 수납대책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청 개혁관련법안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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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에 각의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 2007년 6월 30일에 가결되었다. 즉 기존의 사회보험청은
공적연금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연금기구(2010년 1월)와 건강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전국건
강보험협회(2008년 10월)로 나뉘게 된다. 새로운 두 법인은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으
로 바꾸고, 전화 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 사무처리의 집약화와 외부 위탁 등 사
업의 적정화와 효율적인 실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연금시효철폐특례법안의 시행

연금기록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연금시효철폐특례법안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6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연금기록이 정정되어 연
금 급부액이 증가하더라도 시효 소멸이 적용되어 최근 5년분의 연금만 지불되던 것이, 법안 적용
이후에는 연금기록의 정정에 의한 연금 급부액의 증가분은 시효에 의해 소멸된 분을 포함하여 본
인 또는 유족에게 전액 지불하게 되었다.

연금기록확인제3자위원회의 설립

연금기록의 정정시, 국민의 입장에 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총무성에 연금기록확인제3자위
원회(이하 제3자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제3자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 국가공무원으로
서 전문성 및 식견이 높은 법조관계자, 학식경험자, 연금 실무에 정통한 자(사회보험노무사, 세리
사, 시정촌의 주민행정관계자 등), 그 외의 유식자 등이 임명되었다. 30인 이내의 멤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가 판정 기준을 작성하고, 전국 50개의 지방위원회에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
여 지역 사정에 맞는 중재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연금 상담의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없을 경우
정정 신청이 기각되어 왔었는데 이번 제3자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예금통장에 의한 납부기록, 가계
부 등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에 의해 향후 구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표 1>은 제3자
위원회가 설치된 후 올 2월 3일까지 각 지방위원회에 제출된 연금기록관련 확인신청서의 지역별
접수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도쿄도가 후생연금 2,018건, 국민연금 3,237건, 도합 5,255건으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사카부, 홋카이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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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위원회에 접수된 지역별 연금기록관련 확인신청건수
도도부현명

국민연금

도도부현명

합 계

후생연금

도쿄

5,255

2,018

3,237

와카야마

541

194

347

오사카

2,696

901

1,795

나라

539

162

377

훗카이도

2,607

1,144

1,463

시가

537

230

307

가나가와

2,246

726

1,520

후쿠시마

528

209

319

아이치

2,033

951

1,082

에히매

508

191

317

사이타마

1,961

617

1,344

군마

507

228

279

후쿠오카

1,526

665

861

이와테

481

169

312

치바

1,367

468

899

가고시마

481

165

316

교토

1,274

465

809

사가

459

226

233

효고

1,059

308

751

아오모리

452

161

291

시즈오카

956

341

615

미야기

428

172

256

미야기

942

392

550

이시가와

423

186

237

니이가타

858

318

540

구마모토

376

124

252

미에

767

310

457

도쿠시마

363

133

230

히로시마

703

358

345

시마네

361

154

207

이바라키

672

170

502

고치

347

90

257

기후

625

177

448

가가와

320

139

181

나가노

613

187

426

야마가타

245

95

150

오카야마

602

220

382

오키나와

221

100

121

야키타

597

237

360

토야마

204

124

80

나가사키

587

199

388

야마나시

193

66

127

야마구치

585

246

339

돗토리

165

91

74

오오이타

549

159

390

후쿠이

159

88

71

도치기

543

160

383

전 체

40,461

15,234

25,227

자료 : 사회보험청 홈페이지를 참조로 작성.
자료 : http://www.sia.go.jp/top/kaikaku/kiroku/070717daisansy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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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후생연금

국민연금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연금특별통지서의 송부

사회보험청은 기초연금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공중에 뜬 연금 5,000만 건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
지 방안으로 연금특별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 연금특별통지서에는 가입기록 이외에 조회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도와 가입기간을 기입하여, 사회보험청에
반송하면 사회보험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에 뜬 연금과 조회하게 된다. 이 연금특별통지서는
[그림 1] 연금기록특별통지서

연금기록특별통지서(안)

177-0044

도쿄도 네리마구 가미샤쿠지
3-19-3

스즈키 모네오 귀하
432109876543

사회보험청이 파악하고 있는 귀하의 연금기록은 아
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굵은선내의 가입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에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 확인 중인 5000만 건의 기록 중에 귀하의 기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록이 존재하여
통지합니다.

① 기초연금번호

생 년 월 일 : 1944년 4월 5일

1234-567890

작성연월일 : 2007년 12월 1일

(귀하의 가입기록)
② 번호

③ 가입제도

⑤ 자격취득연월일

⑥ 작격상실연월일

1

선원보험

④ 근무처명 또는 공제조합명
ABC선박

1962. 4. 1

1971.10. 1.

⑦ 가입월수
114

2

국민연금

국민연금

1971.10. 1

1983.10. 1

144

3

후생연금

도쿄섬유주식회사

1984.10. 1

1986.11. 1

25

4

후생연금

오키나와철강주식회사
(후생연금기금 가입기간)

1989. 4. 1
1989. 4. 1

1991. 4. 1
1991. 4. 1

24
40

5

공제연금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1998. 4

2001. 8

6

국민연금

국민연금

2001. 8. 1

2002. 4. 1

⑧ 국민연금

8

⑨ 후생연금보험 ⑩ 선원보험 ⑪ 연금가입기간합계

보험료
납부월수

전액면
제월수

반액면
제월수

4분의 1
면제월수

학생납부
특례기간

보험료
납부월수

계

94

0

0

0

0

0

94

⑫ 국민연금 가입월수 합계 →

⑬ 합계가입기간(⑪ + ⑫)

40

343

152

가입
월수

가입
기간

가입 가입
월수 기간

49
(24)

57
(24)

114

152

⑧ + ⑨+ ⑩
303

⑭ 비고란

※ 이 통지서에 대한 설명 등을 인쇄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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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에서 2008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2008년 4월 이후에는 가입자 전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하지만 2007년 12월 17일 30만 통이 1차 발송된 연금특별통지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즉 연금특별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냉담함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공중에 뜬 연금기록의 소유주로 추정되는 자에게 보내는 연금특별통지서의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 이력란을 체크하는 견본과 기록 누락의‘가능성이 크다’
고 하는
주의사항을 기입하여 동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미 송부한 70만 통에 대해서는 재송부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재송부에는 약 2억 엔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 론
본문에서 소개한 연금기록 누락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에 의한 연
금재정의 고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문
제점과 동일 제도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무적인 처리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연금과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7년 7.29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
민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의 참패로 이어졌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만기급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제도의 성숙화의 진입로에 들어서
기 시작한 한국에 있어서 본문에 소개한 일본의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사례
에서도 나타났듯이 1997년의 기초연금번호의 도입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초래
하여, 도입 후 10년이 넘은 현 단계에서 커다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스웨덴 방식의 최저보장연금 제도의 도입과 재정방식의 전환(부가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제도 전환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
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험과 대책안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실시가 단지 정권 교체의 생색내기 수단이 되지 않기만
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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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고용 현황과
여성고용 경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지난 1월 3일 인도 수상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은 현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이 필요함
을 강조하며 여성 교육과 보건사업에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성 권익에서 실질
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여성 고용에 대한 직접인 지원 제도나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월
26일 인도 일간지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는 인도 20개 주 4,000명의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 이에 따르면, 여성의 74%가 여성 취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
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90%이상이
여성 취업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는 1990년 경제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매년 5%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
며, 2000년대 초부터 연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IT)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급격한 경제발전 궤도 속에 있는 인
도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성고용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인도 고용 현황
1980년대까지 인도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는 1/3 이상의 여성들이‘무급가족노동자’
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인도의 여성 노동은 가족에게 종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
1) 2008년 1월 26일 The Indian Express,“74% say nothing wrong if women work”
, www.indianexpress.
com/story/2656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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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과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도는 실업률이 2003년
이전에까지 10%대로 높았다. 또한 그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7% 이상으로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고용 상태로 봤을 때 임시직이 많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2).
아래 [그림 1]은 1998~2006년까지 임시직을 제외한 남녀의 고용 상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상용직 근로자의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봤을 때 여성은 남성 고용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며, 도시 여성의 고용 수치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은 지역과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인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에 도시지역
정규직의 경우 일(day) 평균 급여가 남성은 205. 81루피, 여성은 158. 23루피 이고, 같은 범주에서
농촌 남성은 138.74,루피 여성은 87. 71루피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4). 임시직
[그림 1]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199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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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도 통계청(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3)

2) Jha, Praveen (2003),“Issues Relating to Employment in India in the Era of Globalisation,”Social
Scientist 31(11/12), pp. 47-65.
3) NSS Report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ituation in India: 2005~2006”http://www.mospi.
gov.in/mospi_nsso_rept_pubn.htm
4) USD1=39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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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 평균 급여는 도시 남녀가 각각 80.70루피, 44.57루피이고, 농촌지역 남녀 각각 59.28루
피, 37.97루피로 그 금액이 정규직 근로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임시직의 도시 남성을
제외하고는 인도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66루피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림 2]는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직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 현황이다. 아래 그림에서 볼 때 1차산
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이것은 인도의 농촌여성의 선택이라기보다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농업 이외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7).
도시의 경우는 남녀의 산업별 고용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모두 서비스업 종사자가
[그림 2] 2006년 산업별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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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도 통계청(NSPI).6)

5) 2004년 인도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은 66루피로 2007년까지 유효하며, 각 주마다, 그리고 기술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2008).“Annual
Report 2006~2007”
, pp 47-53 참조).
6) NSS Report :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ituation in India : 2005~2006. ,http://www.mospi.
gov.in/mospi_nsso_rept_pubn.htm
7) Kantor, Paula (2002),“A Sectoral Approach to the Study of Gender Constraints on Economic
Opportunities in the Informal Sector in India,”Gender and Society 16(3). pp. 2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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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도 남녀 모두 30%를
넘는데,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의 제조업 참여율이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높다.
2006년 통계 자료를 통해 볼 때, 고용형태에서 인도 근로자는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수치가 낮
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시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
가 크고, 임시직 도시 남성을 제외한 남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산업별
로는 남성이 2, 3차 산업에 진출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도 여성이 고용면
에서 남성보다 진출 기회가 제한되고, 급여에서도 차별을 심하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여성고용에 대한 긍정적 경향
여성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은 여성의 공공기관 진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인도 노동고용부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는 공공부문에 고용된 여성인구는 2001년에 495만 명에서 2005
년에는 502만 명 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8). 같은 기간에 남성의 공공기관 진출은
2,284만 명에서 2,144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여성 공공부문 진출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IT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NASCCOM9)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IT 분야에
서의 성비(

)는 2005년에 76:24에서 2007년에는 65:35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IT와 ITeS

로 여성 진출이 6%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 IT 분야는 인도경제 발전에 주요 원동력으로,
2007년에는 IT 분야의 고용이 제조업 전체 고용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의 전
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11). 2008년 1월에 노동고용부에서 발표한 고용시나리오(Employment
Scenario)에서 정부는 IT분야 인력 확충의 방안으로 IT 교육기관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7
년 12월 노동고용부는 여성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IT 직업교육기관에서 정원의 30% 이상을

8) 노동고용부 홈페이지 : 12/ 09/ 2007“Growth in Women Employment”
, http://pib.nic.in/release/rel_
print_page1.asp?relid=31190
9) NASCCOM(Trade body of IT software & service)-IT소프트웨어, 서비스 무역협회.
10) 2007년 12월 13일 Business Standard“Women to constitute 45% of IT workforce by 10, says Nasscom”
11) 인도 고등교육위원회(University Grant Commission)의 2006년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고등교육에
편성된 예산의 40%를 정보통신과 경영중심으로 하는 5개 대학에 집중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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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할당할 것이라고 밝혀 IT분야로의 여성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여성고용에 대한 부정적 경향
여성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는‘여성고용의 질( )’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12). 이들은
여성의 고용이 소폭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marginalization)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2006년에‘일하기 좋은 기업’
으로 뽑힌 25대 기업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이 자료에 따르면 IT 소프트웨어 계통
회사에서 평균 성비는 1:4.9, IT 서비스 회사의 평균 성비는 1: 4.6 그리고 제조업계에서는 1: 3.5로
전 분야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 제조업에서의 성비나 전체 IT관련 업계의
성비보다 높아,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나 직종일수록 여성이 고용에서 더욱 차별을 받는다.
여성의 고용시장에서의 주변적인 위치는 경제특구(SEZ)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경제특
구지역에서 여성의 취업이 노동집약적인 수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의 선
택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은 저임금 단순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4). Ghosh(2002)는 노이다(Noida) 지역의 경제특구 내에 있는 IT기업 중
75%는 여성 근로자가 없고, 나머지 25% 기업에서 여성 근로자는 IT 서비스에 담당하는 분야에 고
용되어 있는 경향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자유시장 경쟁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전문직으로의 진
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은 승진에서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상공회의소(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의 2008
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요한 직위에 있는 여성이 3. 3% 미만으로, 여성이 고용의 중심에서 소외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15).

12) Muthuraja, C.(2002),“Gender and Employment in India-Agenda for the 21th Century,”Murty.
S(ed), Women and Employment, Jaipur, RBSA Publishers.
13) 2007년 4월 22일 BusinessWorld.“Great places to Work.”
14) Ghosh, Jayati(2002),“Globalization, Export-Oriented Employment for Women and Social Policy:
A case study in India,”Social Scientist 30(11/12), pp.17-60.
15) http://www.igovernment.in/site/only-33-of-women-make-it-to-key-post-in-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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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인도 통계 자료를 통해 볼 때, 인도의 꾸준한 경제성장 속에서 일부 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고용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인도 농촌여성의 고용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임
시직을 제외한 여성의 고용률도 최근 몇 년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의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이른 혼인연령이 지적되어 왔다. 2006년 인도 정부 통계자료
에 따르면 정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러한 차이
는 고등교육 부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인도의 혼인연령은 2003년 기준으로 34%의 여성
이 20세 이하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른 혼인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줄여 취업 자체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고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높여 고용시장에서
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도시의 여성들의 혼인연령이 점차 높
아지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남녀 구분 없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
부 여성의 권익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고용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치가 늘어나
고 있고, 여성 취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태이므로, 향후 인도 여성의 고용은 긍정
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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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성과
표본선택편의의 차이는? 1)
조동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제기되는 질문
실증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이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와 내생
성(endogeneity)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제기해 왔다. 이 두 가지 용어가 때로
는 혼용되어서 부정확하게 사용되어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어떤 한 연구자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
밀한 구분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이것이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 표본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측정하는 더미변수를

1) 본 원고는 Daniel Millimet (SMU)의 2001년 Stata Technical Journal 에 실린
논문을 번역/재정리한 글임을 밝혀둔다.

>>

_97

해외연구동향

넣고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추정계수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
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하
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우선 노동조합에 가입
할 확률을 프로빗(probit) 모델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이 프로빗 방정식으로부터 근로자 각 개인
의 노동조합 가입확률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다. 추정된 노동조합 가입 확률값을 임금방정식의 노조더
미 변수 대용으로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Heckman의 2단계 추정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방법이다.

■ 질문에 대한 답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와 내생성(endogeneity)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
법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선택편의는 실증분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가 제약적(restricted)
이며 비임의적(nonrandom)인 표본에 대해서만 관측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로 정의된다. 위에서 노
동조합의 경우 만일 연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혹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만을 관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물론 이런 경우
는 드물고 가장 흔한 예가 여성의 임금방정식을 사용하여 노동공급곡선을 추정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
적인 예일 것이다. 이에 비해 내생성(endogeniety) 문제는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독립변수가 잠재적으
로 선택변수인 경우, 즉 추정방정식의 잔차항(error term)과 관련된 발견되지 않는 요인들과 상호연관
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기된다. 그러나 종속변수는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모든 표본에서 발견되어
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예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발
견되지 않는 다른 변수와 상관성이 존재한다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 더미변수는 내생성이 존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높은(관측되지 않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성향이 상대적
으로 높다고 가정하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 더미변수를 임금방정식에서 추정하여 얻은 노동조합의 임
금효과 추정치는 과대추정(overestimate)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실증분석 연구에 있
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표본선택편의나 내생성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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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1 : 내생성(endogeneity)
만일 연구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단순히 임금방정식의 상수항에만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즉 임금곡선의 상하 평행이동), 이에 적절한 모델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
관없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근로자의 표본을 사용하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측정하는 더미변수
를 임금방정식에서 하나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전체 표본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표본
선택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고용된 근로자만이 관측된다는 점에서 표본선택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연구자는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 OLS)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적
인 임금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내생성이 있다고 간주되어지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이용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해야 될 것이다. 물론
선택되는 도구변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는 영향을 주면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는 영향
을 주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위에서 살펴본 2 단계방법(two-step
estimation)으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통계프로그램인‘Stata’
를 사용하는 독자는
‘treatreg’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통하여 노동조합 가입확률 변
수의 추정계수는 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노동조합에 가입했
을 경우 임금에 미치는 평균 효과(average effect)로 해석된다. 이런 추정방법에서는 근로자의 특성변수
Xs 에 대한 추정계수들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제약된다.

■ 모델 2 :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만일 연구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의 임금효과가 상수항 효과뿐만 아니라 기울기 효과를 초래한다
고 추측되면 표본선택 모델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먼저 전체 표본을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근
로자를 나누고 이 두 표본을 따로 분리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잠재적으로 내
생변수로 간주되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각각 분리하여
최소자승방법(OLS)을 사용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하는데 이는 모든 근로자의 표본이 노동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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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비임의적(nonrandom)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연구자
는 Heckman의 2단계 추정 모델을 사용하여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1단계 모델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추정식을 사용하여 Inverse Mills’Ratio를 구하여 이를 2
단계 추정 모델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추정 모델에서는 노동조합 임금효과는 노조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항과 근로자의 관측변수 Xs 추정계수값의 차이로 실현
된다. 상수항의 차이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특성치 Xs
가 0인 경우에 평균 임금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관측변수 Xs 의 추정계수값의 차이는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소유한 인적 속성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되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
국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근로자의 관측되는 특성과의 가능한 모든 조합의 연관성(interaction)을
고려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Chow Test를 통하여 그룹간의 추정계수값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만일 Chow Test를 통과하지 못하면 앞에서 살펴본 모델 1
의 방법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모델은 내생적 전환모델(Endogenous Switching Regime
Model)로도 알려져 있다.
참고로 표본선택 모델은 회사 규모의 임금효과, 가족 규모가 교육수준에 미치는 효과, 작업환경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실증분석에 사용됨을 독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 모델 3 : 내생성(endogeneity)과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때로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근
로자에 대한 표본을 통해서 노동조합 가입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자. 연구자는 노동조합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거나(모델 1) 혹은 표본을 나누는 방법(모델
2)을 사용할 것이다. 만일 모델 1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근로자만을 선택적으
로 사용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
하는 지에 대한 확률을 프로빗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빗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된 Inverse Mill’
s Ratio 와 노조 더미변수를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물론 이때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내생적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도구변수를 사용해 주어야 할 것이

100_

<<

해외연구동향

다. 만일 모델 2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구자는 이중의 표본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생각
할 수 있는 해법은 우선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된
Inverse Mill’
s Ratio를 노조가입 여부를 추정하는 두 번째 프로빗 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적절히 구해진 Inverse Mill’
s Ratio (IMR)는 두 개의 최종 임금방정식에서 사용
될 것이다.

■ 식별(Identification)
어떠한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식을 식별(identification) 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설
명한 것처럼 내생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잔차항과 연관성이 없으면서 내생
변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위 도구변수를 발견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해 왔다. 이때 첫 번째 단계
에서의 프로빗 모델은 비선형함수이므로 어떠한 도구변수를 사용하든지, 심지어는 관측되는 변수를
그대로 도구변수로 사용해도 두 번째 식에서의‘identification’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IMR의 비선형성은 프로빗 모델이 가정하는 정규 분포에 기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정규 분포
의 가정을 테스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이‘identification’
의 유일한 조건인지에 대
해 우리는 철저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관측되는 변수 Xs 에 포함되지 않는 도구변
수 Z 를 선택하여 이 변수가 과연 내생성이 의심되는 변수에 명확한 영항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이 글을 통하여 실증 경제분석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내생성과 표본선택의 문제를 접근해 보았
다. 필자는 최근 몇 차례 논문심사를 통하여 Heckman의 2 단계 추정식 (혹은 종종 Treatment Effect로
불리기도 함)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이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기계적인 방법으로‘남용’
되고 있음도 또한 발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
구변수 Z 가 X 인 경우에도 프로빗 모델 추정시 가정되는 정규 분포의 비선형성으로‘identification’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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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는 2단계 추정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해석은 매우 위
험하며, 우리는 과연 연구자가 사용하는 도구변수가 정당한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1단계 추정식에서 모든 X 변수와 도구변수 Z 변수를 독립변수로 넣은 추정식에서 도
구변수 Z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F-test 과정을 거칠 것을 조언한
다. 물론 도구변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논리도 독자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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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 유럽위원회, 유럽 내 국가간 직업이동 증진을 위한 세부방안 발표
2007년 12월 10일,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 직업이
동 증진을 위해 타회원국에서 구직활동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롭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2007년부터

- 사회보장, 연금의 타국 이동에 관한 법적∙행
정적 관습 개선
- 모든 차원의 정책적 지원(예 : 국내 자격증의
유럽 공증 등)

2010년까지 3년여에 걸쳐 시행될 국가 및 지역 차

- 유럽고용서비스(EURES)의 강화

원의 15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직업이동의 가능성과 이점에 대한 인식 강화

2004년과 2007년의 유럽연합의 확대는 근로자

이는 보다 나은 직업을 찾는 구직자와 그 가족을

에게는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구

돕고, 사용자에게는 노동시장의 병목현상을 극복

인의 기회를 증가시켰다. 대부분의 기존 유럽연합

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

회원국은 2004년 새로 가입한 8개의 회원국에서

별국가, 지역, 그리고 지방정부는 직업이동 증진을

유입된 근로인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동시에 사회보장과 연

함으로써 고령화와 세계화에 맞설 잠재력 있는 노

금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발전된 업무협조와 간

동력을 창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 직업이동률

소화 행정처리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럽

은 2%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직

고용서비스의 시행과 더불어, 2013년까지 혁신적

업이동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법률 및 행정

인 직업이동 프로젝트에 200만 유로(한화 약 27억

처리에의 어려움, 주거 이동시의 비용, 배우자의

6,718만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직, 연금의 호환성, 언어적 제한성, 자격증명 인
정 등의 문제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다음과 같은 4개 주요 분
야로 나누어진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직업이동 설문
조사에 따르면, EU회원국 내에서 본국이 아닌 다
른 국가에 취업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의 상
이성(응답자의 58%)과 구인공고를 찾는 것(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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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구직자의

�출처 : <유럽연합>, 2007년 12월 10일자,‘Job

대다수(70% 이상)가 자신의 이력에 다른 나라에서

mobility action plan to help more people

의 경력사항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find better jobs’
, http://europa.eu/rapid/

46%의 유럽인이 직업이동이 개인과 노동시장에

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7

유익, 40%는 경제에 유익, 그리고 57%는 유럽 통

/1879&format=HTML&aged=0&langua

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ge=EN&guiLanguage=en

EU :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책, 유럽지역 노동시장 위협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유럽국가들의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산업발전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 탄소배출량의 20%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주요 공해유발자들에게 배출권을 무분별하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게 무료 배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EU집

Confederation : ETUC)은 철강기업들이 유럽연합

행위원회는 무료배출권의 개수를 줄이고, 주로 경

의 기후변화 대책의 새로운 법령을 피하기 위해 오

매를 통한 배출권거래를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염비용이 낮은 지역(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유럽노동조합연맹은 비록 세계무역기구의 규칙

지)으로 이전할 경우, 이 산업에 종사하는 35만 명

에는 어긋나지만,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

의 근로자 중 5만 명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

지 않는 국가의 상품을 수입할 때에 탄소세(carbon

다. 또한, 유럽의 한 로비그룹인 비즈니스유럽

tax)를 적용시킨다면, 유럽국가들이 탄소배출량 감

(BusinessEurope)은 탄소배출권의 구매 강제는 기

축에 투자하는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업들의 경쟁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담은 EU집행위원회(EU

�출처 1 : Labour Start, 2008년 1월 15일자,

Commission)의 제안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

‘Climate plans spark EU job fears’,

제안의 주요 목적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유럽연합 내의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 : ETS)를 개선함으로써 202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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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bourstart.org
�출처 2 : http://www.etuc.org/a/4462

OECD : 학교 중퇴율 감소, 소외계층 청년구직 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져
OECD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청년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청년층 소외계층의 구

퇴율보다는 높으며, 지난 10년간 이 숫자는 줄어들
지 않고 있다.

직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이 요구된다고

네덜란드 정부는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

한다. 네덜란드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기준으로

는 등의 대책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학교 중퇴자의

8%에 이르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같은 해, 15세부터 24세 청년의 고용률은 64%였

한 이 보고서는 소외된 빈곤계층의 젊은이가 일자

다. 5명 중 1명의 청년실업자는 구직활동을 1년 이

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권고하고

상 하고 있다. 장기간의 실업은 이민자 가족에게

있다.

치우쳐 나타난다.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ia)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젊은이들은 세계화
되어가는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각 단계의 교육체계에 투자하
고 수준을 향상시켜서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만족
시킬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저소득, 이민자가족 어린이를 위한 아동복지,
학습부진아와 학습지진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 직업 코스에서 대학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의
지원 : 특히 수학, 과학, 읽기에 중점
- 지역사회 차원의 청년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
에 관한 엄정한 평가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학업에서 직업으로의

- 어려운 처지의 청년을 돕는 진보적인 대책 개발

전환 과정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젊은이들

�출처 : OECD 홈페이지, 2008년 1월 23일자,

이 학교를 너무 일찍 떠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Cutting school drop-out rates key to

2005년 12%의 네덜란드 젊은이가 일자리를 얻기

improve job prospects for disadvantaged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중등교육을 마치기 전

youth-OECD report’
, http://www.oecd.

에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org/document/10/0,3343,en_2649_2011

네덜란드의 학교 중퇴율은 OECD 국가들의 평

85_39945674_1_1_1_1,00.html

균과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인접 유럽국가들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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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노동시장참여위원회 발족
2008년 1월 17일, 네덜란드 사회고용부는 노동

으로 부양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보다

시장참여위원회(Commissie-Arbeidsparticipatie)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 발족된 노

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8년 6월 1일까지

동시장참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참

적하였다. 이 위원회는 경제학, 사회학, 법학 교수

여할 수 있는 장기 계획안(2016년까지 8년 계획안)

들과 기타 노동관련 센터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는 노동시장 문제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제반 제도 개혁

�출처 :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브리핑, 2008년 1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현 정권

18일자,‘Commissie Arbeidsparticipatie

기간 동안 20만 명의 추가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가

van start’, http://home.szw.nl/actueel/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sp_persbericht.cfm?jaar=2008&link_id=

도너(Donner) 장관은 지속되는 고령화사회에서

134568

적은 수의 근로자가 많은 수의 노령인구를 재정적

독일 : 사민당, 미니잡에 대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규정 요구
대연정의 공동 여당 중 하나인 사민당(SPD)이

1명의 근로자가 저임금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

최저임금에 이어 미니잡(Minijob)에 대한 주당 최

며, 임금격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은 근로자

대근로시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에서는 월 평

들이 임금소득으로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상

균소득이 400유로(한화 약 55만 6,000원) 이하인

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사민당은 시간당

일자리를 미니잡이라고 한다. 미니잡에서는 상당

3~4유로(한화 약 4,000~5,000원) 안팎의 시간당

부분 많은 근로시간이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임금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사민당이 제

에 결국 근로자가 아주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으면

안한 근로시간 상한 규정(월 소득이 400유로(한화

서 근로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약 55만 6,000원) 이하인 미니잡에 대해 주당 최대

이에 사민당이 이러한 악용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규정)에 따르면 시

미니잡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재규

간당 임금은 대략 6~7유로(한화 약 8,000원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에 따르면, 5명 중

~9,000원) 정도가 되며, 이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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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이 요구하고 있는 시간당 7.5유로(한화 약

�출처 1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
2008년 1월 7일자,‘SPD will Höchst-

10,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사용자단체연합(BDA)은 이와 같은 사민당

stundenzahl bei Minijobs’
, http://www.

의 근로시간 상한 규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faz.net/s/Rub0E9EEF84AC1E4A389A8

하고 있다. 독일사용자단체연합에 의하면 이 같은

DC6C23161FE44/Doc~E8C0061B218

규정은 2003년 사민당의 동의하에 노동시장의 유

0744D6910BCF8CDE77301E~ATpl~

연성 확보와 관료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삭제된 것

Ecommon~Scontent.html

인데,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사업 내에 새로운

�출처 2 : 독일사용자단체연합 뉴스레터, 2008년

관료주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

1월 10일자,‘Soziale Sicherung: BDA

니라 미니잡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도입하

lehnt 15-Stunden-Regel bei Minijobs

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니잡 종사자에 대해 법률상

ab’
, http://www.bda-online.de/www/

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상당수의

bdaonline.nsf/id/0CF6A1AACAF57B1

미니잡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또한

6C12573CC004EC0B8/$file/BDA_Ne

국가가 간접적으로 법률상 임금하한선을 규정하

wsletter_Nr.1.pdf

는 것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 화이트칼라 근로자만을 위한 새 노동조합연맹 탄생
스웨덴에서는 2008년 1월 1일자로 화이트칼라

트칼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일 큰 노동조합연

근로자만을 위한 새 노동조합연맹‘UNIONEN’
이

맹으로 조합원은 약 6만 6,000개의 사업장에 소속

탄생하였다. 이 새로운 노동조합연맹은 기존의 민

되어 있다.

간산업 부문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인 SIF와 유통업

UNIONEN은 출범하자마자 활동에 들어가 1월

부문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인 HTF가 통합된 것으

11일에 치과업 임상실험요원 대상 단체협약을 체

로 초기 조합원만 50만 명에 이른다.

결했는데, 이 협약의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UNIONEN의 형성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각

2010년 9월 30일까지이다.

종 서비스의 질 향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출처 1 : UNIONEN, 2007년 12월 28일자,‘Ett nytt

이전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을 담고 있

fackförbund är fött’
, https://www.unionen.

다. UNIONEN은 스웨덴 민간 노동시장에서 화이

se/Templates/News____29956.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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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en
�출처 2 : UNIONEN, 2008년 1월 11일자,’
har tecknat sitt första kolle- ktivavta’,

https://www.unionen.se/Templates/
News____31009.aspx

스웨덴 : 노동조합, 지난 10년간 임금인상률에 대해 만족 표시
최근 스웨덴 제조업체 노동조합은 지난 10년간

가를 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이다.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검토

스웨덴 제조업체의 임금이 이렇게 양호한 발전을

결과를 발표하였다. 1998년도 임금 단체협상 이후

보인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1970년대부터

부터 지난 해까지의 10년은 소위 말하는 제조업체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임금변화를 보면, 높은 임금

단체임금협약이 효력을 발휘한 기간이었다. 제조업

인상률을 보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플레이션도

체 단체임금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의 공동 협

심해 1976년부터 1993년까지의 실질임금인상률

약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근로자의 임금

은 0%였다. 그 이후에 임금인상률에 변화가 생기

인상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기 시작하여 1998년과 2007년 사이 스웨덴의 실

스웨덴 노동조합의 검토에 의하면 과거 10년간
스웨덴 제조업체의 임금이 연간 평균 3.5%에서

질임금인상률이 2.2%를 기록하였는데, 이때 유럽
전체 국가 평균은 1.4%였다.

4%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는 유럽국가 전체 제조

2007년도의 스웨덴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수

업체의 임금인상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스

준은 독일이나 이웃 나라인 노르웨이∙덴마크∙핀

웨덴 노동조합은 이러한 임금인상 결과에 대해 상

란드, 그리고 몇 유럽 본토의 국가보다는 낮았지만

당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의 제조업체 임금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인플레를 감안해
연 약 2%의 인상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유럽국

�출처 : Svenska Dagbladet, 2008년 1월 9일자,
‘Facken nöjda med löneökningarna’

영국 : 연초부터 항공업계 파업 계획 잇달아
영국에서는 연초부터 2건의 항공여객 및 운송관

힐 우려를 낳고 있다.

련 파업이 계획되어 있어, 연초 휴가철 여행객들의

2006년 9월 영국의 주요 공항 7개를 소유∙관리

불편을 초래하고 관련 업계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

하는 민간기업인 영국항공공단(BAA)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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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신규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연금액을

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업계 1위인 영국항공(BA)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폐지하고, 대신 회사

과 비교할 때 동일 노선에서 최고 1만 파운드(한화

가 정해진 기여금을 내는 확정기여형 연금만 제공

약 1,800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차이

한다고 발표했다. 연금기금의 상당액이 주식시장

를 시급히 없애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

에 묶여 있는 현재, 예측하기 힘든 주식시장 변동

은 올해 임금인상률(4.8%) 및 다음해 인상률을 소

으로부터 회사와 기존 기업연금 가입자를 보호하

매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것은 업계 최고 수준이

고, 신규 근로자들에게는 사측의 연금 기여도를 명

라며, 추가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버진의

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노조원들은 Unite의 주도로 이루어진 12월 20일까

다. 하지만 보안직∙사무직∙판매직∙소방직 등

지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1월 9일과 16일 두

다방면에서 종사하는 노조원 6,000명을 확보하고

차례 48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측은

있는 영국 최대 노조 Unite는 현재 연금기금 손실

투표한 조합원의 71%가 파업을 찬성했다고 밝혔

액은 약 2,900만 파운드(한화 약 560억 원) 정도에

으나 사측에서는 당사자들인 객실 승무원의 경우

불과하며, 현 스페인 소유주인 Ferrovial이 공단을

31%만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하면서 투표 결

인수한 후로 9개월간 영업이익이 58%나 신장했기

과의 정당성을 축소시켰다. 이처럼 사측이 투표 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사측의 조치에

과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은 탓인지 노조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Unite는 12월 20일까지 조합

상당히 강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실질적인 항공

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3차례(1월 7일 24시간,

사 경영에는 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브란

14일 24시간, 17일 48시간 파업)의 파업이라는 압

슨 버진그룹(버진항공의 모기업) 회장은 이번 사태

박 카드를 쥐고 사측과 협상을 벌여 왔다. 파업이

에 대해 예외적으로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통해

진행될 경우 약 130만 명의 승객들이 영향을 받을

인상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회사를 떠

것으로 예상돼 사측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왔

나라고 밝혔다고 한다. BAA의 경우와 다르게 합의

다. 양측은 12월 27일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

점을 쉽게 찾기 힘든 분위기이다.

하던 차에 마지막 날인 31일에 협상을 진전시켜 7

이상의 두 파업은 모두 2007년 5월에 출범한 영

일의 24시간 파업은 취소되었다. 1월 3일에는 사측

국 최대규모 노조 Unite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으

이 양보하여, 노조와 장래의 연금계획을 논의한다

며, Unite의 현 영향력과 앞으로의 행보를 짐작할

는 조건하에 나머지 2차례의 파업도 취소되었다.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Unite는 두 회사에

영국항공업계 2위의 항공사인 버진(Virgin)의 노

각각 6,000명, 3,100명 정도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조원들 또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분쟁 내용은

있어 두 회사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객실 승무원들의 임금인상안이다. 노조측은 현 임

있다. 게다가 12월 20일까지 동시에 2건의 파업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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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표를 진행함으로써 항공관련 업계에서 수직

규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원간의 이

적으로 연관된 두 회사에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익을 합치시킴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해 노조의 영

노조원을 비롯한 여론 및 언론의 시선을 끄는 등

향력을 키우고,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읽히는

거대 노조로서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

대목이다.

인다. 특히 BAA 파업의 경우, 사측이 현 근로자들

�출처 1 : BBC, 2007년 12월 20일자,‘Virgin

에 대해 확정급여형 연금을 보장하겠다고 수 차례

Atlantic crews to strike’
, http://news.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사하지 않은 미래의

bbc.co.uk/1/hi/business/7154070.stm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정급여 지급 약속을 주장하

�출처 2 : BBC, 2008년 1월 3일자,‘UK airport

며 파업에 들어간 것은 현 노조원뿐만 아니라 잠재

strikes are called off’
, http://news.bbc.

적인 노조원의 권익도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 신

co.uk/1/hi/business/7169738.stm

영국 : 10주년을 맞은 영국의 뉴딜정책
현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인 동시에 노동시장개혁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그가 재무장관 시절 도입했던 뉴딜(New Deal) 제

시기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문제

도의 10주년을 런던 북서쪽에 위치한 구직센터를

가 되었던 것이 실업이라면 앞으로 문제가 될 이슈

방문하여 기념하였다. 뉴딜정책은 1998년 청년실

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라며“이전에는 일

업자를 위한 뉴딜로 도입된 이래 이를 통해 일자리

자리 부족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를 찾은 사람이 18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는 기술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

30만 명의 편부모(lone parent)들이 속해 있으며,

복지에 대한 접근이 변화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60여만 명의 아이들이 빈곤에서 벗어

이번 행사에 브라운 총리와 동행한 노동연금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에는 매 3분마다 뉴

장관 피터 헤인(Peter Hain)은“십년 전 뉴딜정책

딜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수급자가 일자리

을 도입할 당시 80% 고용률 목표는 불가능해 보였

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다. 하지만 10년 만에 실업수당 신청자수를 거의

브라운 총리는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에게 새로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지출을 1997년보다 50억 파

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운드(한화 약 9조 2,784억 5,000만 원)을 절감했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이번 주는 지금

이 재정은 학교와 병원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라

까지 성취해 온 뉴딜정책의 10년을 기념하는 시점

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계획한 이러한 개혁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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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복지급여 청구자들이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

헤인 장관은“데이비드 카메론의 위스콘신식 제도

닌 적극적인 구직자들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의 도입은 단지 아무 의미없는 구호는 아니다. 이는

말했다. 실제로 장기 실업상태에서 실업수당을 신

세금을 삭감한다는 약속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약

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1997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복지 지출을 줄이기

3/4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며,“복지급여의 수급은 살아

일자리로 복귀하는 고용지원 훈련을 마친 실업

가는 방식(way of life)이 아니라 안전망이 되어야 한

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cash rewards)은 현 정부의

다. 그렇지만, 임의적으로 수급 시기의 제한을 두고

이후 복지개혁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처벌적이며

로 보인다. 부처의 고위관리에 따르면, 구직수당을

그 사회적 결과는 극단적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받고 있는 구직자들이 고용훈련을 끝마칠 수 있도

현 정부는 2010년부터 편부모의 경우 자녀의 나

록 장려하고 이를 거부하면 구직수당을 삭감하는

이가 7세가 되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

정책을 시범적으로 확대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였지만, 반드시 취업해야만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

“일을 하거나 고용훈련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

고 있다. 한편, 보수당은 브라운 총리가 곧 발표될

람들에게는 강한 제재와 함께 일자리로 돌아가는

보수당의 복지개혁의 청사진이 나오기도 전에 보

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당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는 더 나은 훈련과 더 표적화된 지원을 함께 할 것

�출처 1 : <가디언>, 2008년 1월 2일자,‘Brown

이다”
라고 브라운 총리는 말했다.
헤인 장관은 이러한 복지분야가 보수당과의 주요
한 정치적 논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hails 10 years of New Deal’
, http://
www.guardian.co.uk/uk_news/story/0,,2
234198,00.html#article_continue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의

�출처 2 : Government News Network, 2008년

‘복지지급 기간제한형(time-limited benefits)’
인미

1월 2일자,‘New Deal helps someone

국의 위스콘신식 복지체제(Wisconsin-style welfare

find work every three minutes’
, http://

regime)는 보수당의 우파들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www.gnn.gov.uk/Content/Detail.asp?

사고의 부재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

ReleaseID=341934&NewsAreaID=2

이비드 카메론은 작년 보수당 컨퍼런스 연설에서

�출처 3 : 노동연금부 홈페이지,‘Transforming

위스콘신식 모델을 칭찬했으나 단지 일하기를 거부

Britain’
s labour market Ten years of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수혜를 주지 않는 것 외에,

the New Deal’
, http://www.dwp.gov.

이 모델을 어떻게 영국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자

uk/welfarereform/docs/PMNewDeal2-

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0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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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브라운 총리, 공공부문 임금인상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밝혀
물가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008년 공무원 임금

원들은 이로 인해 3년 동안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

인상률을 2% 이하로 묶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울

게 될 것이란 불안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본인들

분을 사게 했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역시 같은 목

이 이용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크게 반발하고

적 하에 공공부문 임금인상 계약 기간을 현행 1년

있다.

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다시 한번 반발

영국노동총연맹(TUC)과 공공부문의 26개 회원

을 사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억제를 물가통제의 열

노조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내년에는 물가상승

쇠라고 강조해 온 브라운 총리는 임금인상 계약 기

률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강제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동일한 연간 인상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물가 통제에 자신들

을 적용함으로써 물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을 이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다양한 임금인상 검

역설했다. 또한 2007년의 경우, 임금인상을 9월에

토보고서들을 참고해 실질임금을 보전해 줄 것을

서 12월로 연기하여 적용시킴으로써 2007년 물가

요구했다. 총연맹의 브랜든(Brendan Barber) 의장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면서,

은 브라운 총리의 제도 변화에 대한 논리가 억지스

2008년에는 이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럽고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을

본 계획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고집한다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력난을 유발하고

하지만, 2007년의 임금인상률로 인해 정부에 대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지금까지 정

한 불만이 가득했던 노동조합들이 2008년에는 본

부와의 갈등을 최소화 해온 정부와 공무원 간의 안

인들이 느끼는 불이익을 쉽게 좌시하지 않을 태세

정된 관계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만이

다. 임금인상률의 기준이 되는 소매물가지수가 4%

넘는 공공부문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상

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2.5%밖에 안 되는

업서비스노조의 서웃카(Mark Serwotka) 의장은

임금인상 검토위원회의 추천인상률을 정부가 9월

2008년에는 정부가 새로운 해를 맞아 자기 식구들

이 아닌 12월부터 적용시켜, 실질인상률은 1.9%밖

에게 알맞은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 안됐었고, 추천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다

이번‘3년 안’
은 경찰조직에 최우선으로 적용될

결국 편법으로 당초 임금인상안을 고수한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부문 중 경찰조직은 유일하게 노조

이중적 태도에서 노조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3

설립 및 파업이 금지되어 있어 2007년 임금인상률

년 계약이라 해도 연간 임금상승률이 물가수준에

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실력행사 한번 못해 보고 받

근접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지금까지 정부

아들였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곳이다.

의 입장과 태도를 볼 때 이는 요원해 보인다. 공무

따라서, 현재 파업권 확보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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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계획 역시 상대

공공부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적으로 조직적인 저항이 없어 시범 적용하기 쉽다

총리는 현 공무원 임금정책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는 이유로 경찰 조직에 우선 도입되는 것으로 보인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에 대한 후퇴는 없다고

다. 이에 고위 경찰공무원연합회는 장기 물가상승

밝혀왔다. 얼마전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하원의

예측에 대한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같은 정

원들에게도 임금인상 검토위원회가 추천한 2.8%

부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인

인상안을 포기하고, 다른 공공부문의 근로자들과

상률이 너무 낮을 경우, 공무원 조직 전체의 사기저

동일하게 1.9%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하로 이어져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

나아가 현재 의원 본인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

이고,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을

있는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한 권한도 독립적인 기

경우에는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것인데 이런 위험

관에 이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

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졌다.

는 이유에서다. 다른 경찰 조직인 경찰연합회는 정

�출처 : BBC, 2008년 1월 8일자,‘Union warning

부의 임금정책에 대항하여 2008년 1월 23일 런던

on Brown pay deal’, http://news.bbc.

시내에서 가두행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co.uk/1/hi/uk_politics/7176170.stm

영국 : 항공조종사들, 새로운 항공자회사 설립관련 파업 계획
연초부터 항공관련 산업에서 파업 소식이 끊이

합의하게 됐다.

지 않고 있다. 2008년 1월 영국공항 관리회사인 영

하지만, 영국 최대이자 국적 항공사인 영국항공

국공항공단(BAA)의 노조가 기업연금에 대한 입장

(BA)의 조종사들이 다시 한번 항공 여행객들의 불

차로, 영국 제2의 항공사인 버진(Virgin) 항공사의

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새로 설립될 자회사의

객실승무원들은 임금인상률 때문에 수차례의 파

조종사들을 영국항공과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선

업을 계획했었다. 영국공항공단의 경우 회사측의

발하여 보수나 근무조건을 달리 하겠다는 사측의

양보로 신규 근로자에게도 확정급여형(defined

계획 때문이다. 영국항공의 조종사들이 이에 반발

salary) 연금제도가 계속 적용될 예정이나, 버진 항

하는 이유는 이 같은 계획은 같은 계열사 내의 동

공사는 창업주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강경한 자

일 업종의 회사이지만, 두 조직을 완전히 분리 경

세를 유지하여 본래 회사가 제시한 첫 해 4.8% 인

영한다는 방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

상, 다음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노사가

럽-미국 간의 개정된 국제항공 규정 덕분에 유럽

>>

_113

연합 회원국에 적을 둔 항공사는 유럽 전역에서 미

3,000여 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 파업이 벌

국 어느 도시로도 항공기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질 경우 영국항공의 서비스는 전면 중단될 위기

영국항공은‘Open Skies’
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에 처해있다.

올 6월 파리-뉴욕 또는 브뤼셀-뉴욕 간 취항을

영국항공 조종사들의 파업 동기에는 영국공항공

계획하고 있다. 사측의 신생 회사를 초기에 빨리

단노조의 동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 공단의 경우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

사측이 신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확정급여형을

으로 보아, 신생 항공사 조종사들의 대우가 영국항

폐지하고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유지시키겠다는

공 조종사들의 대우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단계적인 연금제

현재 사측이 조종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영국

도 축소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둘째, 근로자들

항공의 조종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

간의 다른 처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단결력 저

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영국항공조종사연협회

하를 막고자 기존의 근로자들이 아직 입사도 하지

(BAPA)는 사측이 동일 계열사 내의 조종사 조직을

않은 잠재적인 동료들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였다.

불필요하게 이원화시키고 대우를 차별화시켜 공

영국항공의 조종사들 역시 잠재적인 영향력 확대

동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

를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이 달린 사안이 아님에도

종사들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

30년만의 파업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

앞으로도 비슷한 동기로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에

시하겠다고 발표했다. 1980년 이후로 근 30년간

나설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조종사 파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종사들의

�출처 : BBC, 2008년 1월 21일자,‘BA pilots to

반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영국항공조종

vote on strike call’
, http://news.bbc.co.

사연협회는 3,200여 명의 영국항공 조종사 중

uk/1/hi/uk/7200921.stm

프랑스 : 정부, 휴식일 현금화 등 구매력 상승을 위한 법안 제출
프랑스 정부는 2007년 8월 추가노동임금에 대한

의회에 제출하였다.

‘세금공제 법안(la loi n�
2007-1223 du 21 août

이전에는 2003년에 도입된 피용법안(loi Fillon

2007)’
에 이어 12월 12일에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n�
2003-47 du 17 janvier 2003)에 근거하여 근로

발생한 휴식시간을 현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구

시간 단축제도 이후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근로시

매력 법안(Projet de loi pour le pouvoir d’
achat)’
을

간 조절, 추가근로 등으로 발생한 휴식시간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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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노사협상이 타결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0.3%의 추가 성장률

지 않을 시에도 법으로 이를 보장하는 성격을 갖는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 즉 휴식시간의 현금화를 일반화하는 성격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당은 이 법안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상여금’
의 추가 지급, 기업과 정부가 근

이 법안에 따르면 휴식시간의 현금화는 근로자

로자의 교통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교통수표

당 10일 이내로 한정되며, 이 수입에 대한 사회분

(chéque transport)’도입 의무화, 그리고 생필품에

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

대한 부가가치세(TVA) 인하 등의 사안들을 별도로

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업성과이익분배구

제안하였다.

좌(participation)에 대해 분배 후 5년간 사용이 금

이 법안은 2007년 12월 20일 하원을 통과하고

지되어 있는 규제를 2008년 상반기 동안 일시적으

2008년 1월에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로 완화하고, 이익분배구좌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

�출처 1 : <르몽드>, 2007년 12월 19일자,‘Le

장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을 제공하도록 제안하

paiement des RTT tourne la pagaille’

고 있다. 더불어 현재 건축비, 보수비, 소비자물가

�출처 2 : <르몽드>, 2007년 12월 22일자,‘Adoption

를 기준으로 인상하게 되어 있는 주택임대료 기준

par les députés du projet de loi sur le

(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을 임대료와 담배값

pouvoir d’achat’, http://www.lemonde.

인상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fr/web/article/0,1-0@2-823448,36-

새로이 체결될 주택임대계약에 대해 현재 2달치

992326,0.html

월세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1달치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경제부 장
관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인해 2008년에 근로자

�출처 3 : Projet de loi n�
498,‘Projet de loi pour
le pouvoir d’
achat’, http://www.
assemblee-nationale.fr/13/projets/
pl0498.asp

들은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 소득을 올릴 수

프랑스 : 구직자를 위한‘유효한 일자리 제안(OVE)’개념 논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고용서비스 개

공고용서비스기관의 일자리 제안이 구직자로부터

혁관련 계획안(projet de loi relatif á la réforme du

거부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구직자가 일자리 제

service public de l’
emploi)’제안 시 50만 개의 공

안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문제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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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적합한(acceptable)’일자리 제공을 2회 거부

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교통비가 월급의

한 실직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해 노동조합 CGT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법적인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경영자단체인 MEDEF는

개념인‘유효한 일자리 제안(offre valable d’
emploi

실업 기간이 길수록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기 어렵

: OVE)’
이‘적합한’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을

도록 하는 유효제안 개념에 실업기간을 포함시킬

지적하며,“이것은 구직자에게 능력, 저임금, 지리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전국상공업고용조합

적 조건과 상관없이 일자리 제안을 수용케 하는 것”

(Unedic)은 50세 이상 혹은 보상 기간 12달 이상의

이라고 비판하면서, 일자리서비스기관의‘유효한

구직자가 희망임금의 15~30% 낮은 임금의 일자

일자리 제안’개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

리를 수용할 시, 임금삭감분을 실업기관에서 보상

란은 이미 지난 2005년 11월 실업보험 협정 당시 노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국상공

동조합이‘유효한 일자리 제안(OVE)’개념을 더욱

업고용조합(Unedic) 대표인 아니 토마(Annie

상세하게 정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바 있다.

Thomas)는“제재의 여지는 첫 번째 거부부터 이미

프랑스 노동법전 L.311-5에 따르면,‘유효한 일

존재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제재 가능성의 여부가

자리 제안(OVE)’
은“근로계약의 기간에 관계없이,

아니라, 오늘날 국립노동청(ANPE)이 200만 구직

구직자의 전문성과 교육수준에 적합하고, 가족과

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두 번 제안할 능력이 없

개인 상황을 고려한 지리적 이동성에 합당하며, 해

다는 데 있다”
고 지적하며, 고용서비스기관의 기

당 직종과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임금수

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립노동청

준의 일자리”
라고 다소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ANPE)에 의하면, 일자리 제안 거부로 제재를 받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유효한 일자리 제안

은 구직자는 2007년 구직자 명부 말소자 중 2.4%

(OVE)’
과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다른 나라

를 차지하여 제재를 받은 구직자의 수는 많지 않았

사례를 분석한 전국상공업고용조합(Unedic)의 보

다고 한다.

고서에 의하면, 덴마크는 동 개념을 2003년에 폐

�출처 : <르몽드>, 2008년 1월 6일자, ‘Le

지하였으며, 그 외 다른 유럽국가에서 적용되는

concept d’
offre valable d’
emploi reste

‘유효한 일자리 제안(OVE)’개념의 기준은 상당히

mal défini en France’, http://www.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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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의 임금보다 10% 이상 낮은 일자리를 제안할 수

823448,36-996193,0.html

없으며, 스페인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일일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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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도요타자동차노동조합 비정규직 조직화
도요타자동차노조는 도요타자동차에 근무하고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있는 기간제 근로자 약 9천명을 순차적으로 조직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 기간제에서

화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2008년 여름까지

정규직화된 근로자수는 약 150명 정도였으나,

약 2~3,000명을 조직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2006년에는 약 950명, 그리고 2007년 약 1,250명

도요타자동차는 정규직의 고용보장과 생산량의

으로 증가하였다. 노조의 기간제근로자의 조직화

증감에 따른 원활한 인원조정을 위해 이전부터 비

는 이와 같은 회사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추

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왔다. 최근

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진다.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지속적으

도요타자동차노조는 노조가입 규정을 개정하여

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9월 현재 약 9,200명으로

기간제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2001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데, 구체적인 조직화는 2008년 4월부터 시작될 것

기간제근로자 수는 정규직 노조원(약 6만 명)의

으로 보여진다.

15%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슈퍼마켓,

도요타자동차노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조직화를

백화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통하여 그들의 임금 등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도요타자동차노조의 비정규직 조직화가 제조업계

보이는데, 회사측도 기간제근로자의 조직화가 우

등 타산업 부문의 노조 조직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수한 인재의 정착과 정사원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

줄지 주목된다.

고 노조의 움직임에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7년 10월 4일자

일본 : 노조조직률 0.1% 감소, 조합원수 0.4% 증가
일본 후생노동성의「노동조합기초조사」
에 따르

하였고, 조합원수는 3만9,034명이 증가한 1,007만

면, 2007년 일본의 노조조직률은 2006년에 비해

9,61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률은 변함없이 지

0.1%포인트 감소한 18.1%으로 최저 조직률을 기록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0.1%로 매우

>>

_117

작은 편이다. 반면, 조합원수는 13년 만에 증가세

고 제조업 25.2%를 기록하였다. 조직률이 증가한

로 돌아섰다.

산업은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2.6%(56.8%

민간기업 규모별 노조조직률을 살펴보면 1,000

→59.4%), 금융∙보험업 0.6%(49.7%→50.3%),

인 이상 대기업군의 노조조직률은 47.5%로 2006

소∙도매업 0.4%(10.2%→10.6%), 음식점∙숙박

년의 46.7%보다 0.8포인트 증가하였는 데 반해,

업 0.4%(3.7%→ 4.1%), 그 리 고 부 동 산 업

300인 이상 999인 이하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0.2%(2.6%→2.8%) 이상 5개 산업이었다.

14.3%로 2006년의 14.8%에 비해 0.5%포인트 감

산업별 조직을 살펴보면, UI젠센동맹(섬유, 화학,

소하였고, 99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에는 1.1%로

유통, 서비스업 등 조직)이 98만 1,000명으로 최대

2006년과 같았다.

산별노조이고, 이어‘자치노(지방자치단체공무원

산업별로 보면 조직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

조직)’91만 5,000명, 자동차총련 72만 명, 전기연

기∙가스∙열공급∙수도업으로 59.4%를 기록하

합 64만 4,000명 등이었다. 조합원수가 증가한 곳

였고,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 50.3%, 공무원

은 UI젠센동맹이 9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44.0%, 복합서비스업 40.7%, 운수업 26.8%, 그리

어 자동차총련이 2만 5,000명, 전기연합이 2만

[그림 1] 노조조직률과 파트타임조합원수 등의 추이
전체 조직률

파트조합원수(

파트타임조직률

)

단위 : %,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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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증가하였다. 2006년의 노동조합원수의 증
가는 UI젠센동맹의 영향이 매우 컸다.

5.9%에 이르게 되었다(그림 1 참조).
계속해서 감소하던 조합원수가 2006년에 13년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트타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임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이 활발하게 진행

노동계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하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이 2006년 파트타임근로자

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조합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 파트타임근로자

�출처 : 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www.mhlw.

조합원수는 58만 8,000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 7

go.jp/toukei/itiran/roudou/roushi/kiso/07/

만 3,000명(14.2%)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index.html

조합원 중 파트타임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일본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07년 6월 정기임금 조사 결과의 개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12월 27일에 발표한

만 2,414엔(한화 약 555만 5,000원)이다. 이에 비

2007년 6월 정기임금 조사 결과에 의하면 35세 표

해 일반직의 경우에는 22세에 월 19만 70엔(한화

준자의 임금은 월 38만 9,029엔(한화 약 337만

약 164만 3,000원), 25세에 21만 1,842엔(한화 약

7,000원), 55세 표준자의 임금은 64만 2,414엔(한화

183만 2,000원), 35세에 28만 9,622엔(한화 약 250

약 555만 5,0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는

만 4,000원), 45세에 35만 7,372엔(한화 약 309만

종업원의 임금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임금

원), 55세에 38만 6,212엔(한화 약 334만원)으로

대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1953년 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종합직과 일반직 사이에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 6월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기업회원 및 도쿄경

고졸자의 경우에도 종합직과 일반직, 그리고 생산

영자협회 2,06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및 현장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

종합직(관리∙사무∙기술근로자)의 표준자 임금
을 주된 연령 포인트별로 보면 대졸자의 경우, 22

며, 대졸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계층이 높아
질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에 월 20만 8,485엔(한화 약 180만 3,000원), 25

관리직의 임금은 부장 69만 6,251엔(한화 약

세에 23만 7,426엔(한화 약 205만 3,000원), 35세

602만 1,000원, 2006년 65만 3,911엔(한화 약 565

에 38만 9,029엔(한화 약 336만 4,000원), 45세에

만 5,000원)), 차장 60만 4,877엔(한화 약 523만

54만 8,484엔(한화 약 473만 3,000원), 55세에 64

1,000원, 2006년 56만 1,603엔(한화 약 4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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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과장 53만 1,425엔(한화 약 459만 5,00

세), 차장 49.8세(2006년 49.2세), 과장 46.4세

0원, 2006년 50만 6,256엔(한화 437만 8,000원)),

(2006년 45.7세), 계장 42.4세(2006년 41.8세)로

계장 39만 5,584엔(한화 약 342만 1,000원, 2006

200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년 38만 392엔(한화 약 328만 9,000원))으로 2006

�출처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발표자료, 2007년
12월 27일자,‘2007年6

년에 비해 모든 관리직의 평균 임금이 증가한 것으

結果」の

로 나타났다.

-

「 期 金
金

金-’

관리직의 평균 연령은 부장이 52세(2006년 51.4

일본 : JEC연합, 2008년 춘계임금인상 투쟁방침 결정
석유∙화학 등과 관련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이날 결정한 투쟁방침인‘기본안’
에는 서두에

일본화학에너지산업노동조합연합회(JEC 연합, 17

“JEC연합 창설 이후 춘계임금인상 투쟁을 각종 부

만 명)는 17일 도내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회에서 담당하여 왔지만, 올해는 같은 업종에서 일

2002년 결성 이후 처음으로 산업별조합에 의한 임

하는 근로자가 모여 함께 논의해 온 장점을 살려나

금인상에 대해서 통일안을 요구할 것을 확인하고,

가면서 JEC연합으로서 화학 및 에너지 분야에서

요구기준을 임금구조유지분 4,500엔(한화 약

일하는 자의 연대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JEC연합

40,000원)에, 월례임금 개선분 2,500엔(한화 약

전체로 대응한다”
는 방침이 명기되어 있다. 이에

22,000원) 이상을 추가한 7,000엔(한화 약 62,000

따라 가맹연합의 투쟁방침에 준한 항목을 요구하

원) 이상으로 하는 2008년 춘계임금인상 투쟁방침

면서 지금까지 이상의 가맹조합으로부터의 정보

을 결정하였다.

개시를 요구하여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JEC연합은 결성 이후 석유∙화학∙의약 및 화

작년에 설립되어 JEC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내수

장품 등 업종별 부회 활동을 임금인상 교섭운동의

관계 산업별조합에 의한 공동투쟁에 적극적으로

중심으로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춘계임금

참가하여 임금인상기준 형성에 일익을 담당한다

인상 투쟁시 부회별 설정을 제한하고 산업별조합

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으로서의 통일적인 요구는 보류해 왔다. 하지만 작

또한 임금곡선을 유지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년 여름 정기대회에서 춘계임금인상 투쟁시의 이

중시하고 있는 초임에 대해서는 JEC연합의 조사

러한 교섭스타일을 전환하여 산업별조합 방침을

에 근거하여 고졸(중위수) 163,000엔(한화 약

제시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검토를 추진해 왔다.

1,451,000원), 대졸(중위수) 203,000엔(한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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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00원), 대학원졸 220,000엔(한화 약

JEC연합은 2002년 10월에 신화학, 석유관련,

1,959,000원)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격차의 시정

전국시멘트, 화학리그21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을 위해 연령별 최저임금보장과 기업내 최저임금

새로 결성한 화학 및 에너지산업 관련 최대 산업

의 협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별조직이다.

더욱이, 이번 교섭에서는 일본노총(렌고)이 제창

�출처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메일매거진

한‘시간외 근로시간의 할증률 인상 공동투쟁’
에

노동정보> 제403호, 2008년 1월 18일자,

도 참가하여, 연합 방침인 시간외 근로시간의 할증
률 50%, 휴일 근로시간의 할증률 100%의 실현을

‘

究∙

マガジン

機構
（JILPT）
メ ル
／ 403 ,2008.1.18’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당분간은 모든 조합이 시간
외 근로시간의 할증률 35%, 휴일 근로시간의 할증
률 50% 달성을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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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 소수민족 간 편견 심화
미국에서 인종차별 하면 의레 백인과 소수민족

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의 갈등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흑인들의 절반은 히스패닉 이민자들로 인해 직업

모든 관심과 제도가 그들간의 갈등에만 주로 초점

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까지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

을 맞추고 그러한 제도 속에서 백인이 사회경제적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소수민족 상호 간의 불신은 특히 사업 여부를 묻

현실에서 2인자(?)가 되기 위한 소수민족 간의 경

는 질문에서 두드러졌다. 히스패닉의 61%는 백인

쟁이 상상외로 치열할 것임은, 그에 따라 소수민족

과 사업하는 것이 편하다고 대답한 반면, 아시아인

간의 편견이 백인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보다 더 좋

과 사업하는 것이 편하다고 밝힌 사람은 4%, 흑인

지 않을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과는 3%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에 흑인들의 47%

그런데 최근 이러한 예상이 실제로 미국 사회에

는 백인들과, 10%는 히스패닉과, 그리고 6%가 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시아인들과 사업하는 것이 편하다고 대답했으며,

국 내 최초로 아시아인,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등

아시아인들은 53%, 7%, 3%가 각각 백인, 히스패

다종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각 소수민

닉, 흑인들과 사업하는 것이 편하다고 밝혔다.

족들은 상대방 소수민족과 심각한 불신의 벽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2월 12일, New American Media의 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백인에 비해 평균
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못한 소수민
족들 간의 편견과 긴장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최

원으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근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이다.

에 따르면 44%의 히스패닉들과 47%의 아시아인

�출처 : <뉴욕타임즈>, 2007년 12월 13일자,

들은 각각 대부분의 범죄는 흑인들이 일으킨다고

‘Survey Points to Tensions Among Chief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표시했다.
반면 46%의 히스패닉들과 52%의 흑인들은 아
시아인 사업체 주인들이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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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ies’, http://www.nytimes.com/
2007/12/13/us/13race.html?ref=us

미국 : 2007년 4/4분기의 미국 경제지표와 2008년에 대한 예측
미국 경제는 지난 4년간 큰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상의 소비지출과 기업들의 사업활동 전망과

주택시장의 슬럼프와 모기지(Mortgage) 문제 등에

더불어, 현재의 경제위축이 앞으로 구조적인 불황

의해 2007년 4/4분기에 들어서는 크게 위축된 것

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 하나인 고용지표 또한 암울하기는 매한가지다.

미국 상공부에 따르면, 2007년 3/4 분기의 국내

최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4분기에

총생산은 4.5% 성장하였지만 4/4분기에는 크게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데 지원한 사람들은 34만

떨어져 1.5%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

6,000명이었는데, 이는 그 전에 경제학자들이 예

로 추정되고 있다.

측한 33만 5,000명을 넘어선 수치로서 노동시장에

문제는 이러한 2007년 4/4분기의 급격한 경제위
축 양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반

도 불경기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영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주택시장의 슬

GDP를 포함하여 주요 경제 및 노동지표가 미국

럼프가 4/4분기 GDP 성장률의 1.08%포인트를 감

경제에 빨간불이 드리웠음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

소시킨 주요 요인이나, 현재의 주택시장 위축은 서

데, 인플레이션율은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브프라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경제의 근간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8년 미국 경제에 대해

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앞다투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4/4분기의 여타 주요한 경제지표 역시 고전을 면

�출처 : <뉴욕타임즈>, 2007년 12월 21일자,

치 못했기 때문이다.

‘Economy Enjoyed a Summer Sprint, but

2007년 4/4분기의 소비지출성장률은 3/4분기의

Mortgage Crisis Expected to Slow Pace

2.8%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사업활동 전망 측정지

in Final Quarter’
, http://www.nytimes.

수(gauge of future business activity)는 근 2년간의

com/2007/12/21/business/21econ.html

수치 중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 : 전국노사관계위원회,“회사가 노동조합관련 직원 이메일 사용제한 가능”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의‘이메일 사용제

12월 16일 위원회는“근로자들 사이에 노동조합과

한에 관한 결정’
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사용자가 제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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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고 결정하였다.

권’중 과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라는 해석상의

이번 결정은 2000년 오레곤주의 레지스터 가드

문제로 귀결되었는데,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Register-Guard) 신문사의 수지 프로잔스키의 제

친기업가 성향의 공화당 위원들이 사용자 재산권

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문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에 더 비중을 두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 이메일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이번 결정은, 회사 메일을 통해 개인적 공지사항

된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회사측이 이를 제지하자

(생일잔치 등)이나 자선활동 권유 등을 알릴 때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에 제소하였다.

문제가 없지만 직원들끼리 노동조합 관련 사항이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번 사항에 대

담긴 이메일을 보냈을 경우에는 이메일 발송과 회

해 전국노사관계위원회는‘3명 찬성 2명 반대’
의

람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회사측에 부여하

결정으로 회사측의 노동조합 관련 이메일 사용제

였기 때문에 노동계의 불만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

한에 대해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을 것으로 보인다.

내려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많은 기업들은 노동조

�출처 1 : <뉴욕타임즈>, 2007년 12월 23일자,

합 관련 활동 이메일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Labor Board Restricts Union Use of

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공화당이 득세

E-Mail’, http://www.nytimes.com/

하고 있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동조합

2007/12/23/us/23labor.html?ref

활성화에 또 하나의 악조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business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노총연맹산별노조회의

�출처 2 :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

(AFL-CIO)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은 이

ment, 2007년 12월 28일자,‘NLRB :

번 결정에 대해“근로자를 억압하고 사용자들을

Unions Not Guaranteed Use of

우대하는 위원회의 편향된 결정”
이라고 비난하였

Company E-Mail’
, http://www.shrm.

다. <뉴욕타임즈>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의 이번

org/hrnews_published/articles/

결정이 노동조합 활동에 일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CMS_024034.asp

이번 결정은 이메일의 성격과 관련해 사용자의
‘기본적 재산권’
과 근로자의‘자유로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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