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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세계적인 기관의 우리 노동관련
제도 평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

요즈음에 나라별, 지역별, 팀별, 기업별, 개인별 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등수 테이블(league tables)이다.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등
수를 매기고, 입학시험에서 등수를 매겨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등수 테이블은 각 비
교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렬로 세워 등수를 매김으로써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비교
대상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점점 더 유행을 타고
있다. 그동안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연보(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그리고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 등도 경쟁력, 기업환경, 각종 규제 문
제들을 다루면서 각 나라별로 항목별로 등수를 매기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서 한국의 등수가 매겨
질 때마다 국내 언론에서는 그 등수의 등락을 둘러싸고 정책당국에 대한 비판과 국내의 노동 문
제가 골칫거리로 거론된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들 보고서 결론의 타당성, 조사방법의 문제는 의
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수를 매길 수 없는 것
은 등수를 매길 때는 우스꽝스러워지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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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는 기업활동을 하는 데 나라별로 각종 규
제가 얼마나 장애나 비용으로 작용하는지 12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한 뒤 나라별로 등수를
매기고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노동규제를 포함한 규제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 강한지 약한지를
나라별로 일정한 기준과 인덱스(index)에 따라 측정하여 비교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규제
가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그룹
(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이 평가한 바와 같이 기업환경보고서는 때로는 유용한 기준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논쟁을 일으켰다. 때로는 저성장의 개발도상국에서 강한 노동규제
로 인해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경우 이를 개혁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국제사용자기구에서는 기업환경보고서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안전성 사이에 균형
을 맞추는 노동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기도 하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는 노동시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
더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각국에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로 노동시장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전성과 공정
성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완화, 비용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보고서를 내어 각국에 참고하여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혜택을 간과하고 민간분야의 비
용만을 강조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ILO 이사회에서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를 검토한 결과도 비판적이다. 노동자 고용지표
가 투자환경, 노동시장 성과측정 지표로 부적절하며, 지표화 과정의 심각한 방법론적∙기술적
문제, 사회보호 최소화와 유연성 극대화가 최적이라는 가정의 문제, 노동시장 규제와 노동시장
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근거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ILO 이사회 보고서의 비판적인 내용
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그룹의 평가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법적 규제의 부담을 평가하는 데는 유효할 수는 있으나 기업환경의 수
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며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환경보
고서에 단체교섭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특정 노동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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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을 국민들의‘생활과 복지’
의 개선에 두고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조건만을 만들기 위해 노동, 생활과 복지의 조건을 규제로 보고 이를 경쟁적으로
저하하도록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ITUC의 Bakvis가 비판한 것처럼 일방적일 수 있다.
한 나라의 노동규제는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맥락인 기업지배구조,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노사관계, 노동의 이동성과 횡적인 노동시장의 발달, 직업훈련제도, 교육과 임금격차 등과 다른
보완적이거나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 제도 및 관행과 연계하여 분석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이들 연계되거나 보완적인 제도나 관행과의 연계를 보지 않은 채 노동규제를 떼어서 분석
할 때는 때로는 맹목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사회보장과 복지혜택이 잘 보장된 덴마크에서 기업
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사회보장과 복지혜택이 미약하게 갖추어진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세계은행의 경영진은 기업환경보고서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개혁을 기획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를 비롯하여 스위스 국제경영
대학원의 세계경쟁력연보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보고서를 참고를 하되 그 보고서
의 한국관련 평가를 금과옥조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개혁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시스템이 갖는 장점의 전체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환
경보고서의 노동자 고용지표도 노동규제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론상의 문제, 실증적 근거
의 취약성 등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야 더욱 그러하다.
얼마전 KBS 드라마의 대왕 세종에서 중국 명나라의 역법을 불변의 보편적인 천문역학으로 알
고 있던 당시 유학자들에 대해 조선의 기후에 맞는 역법을 개발하여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자 했던 세종이 대립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추어 우리의 실정과 조건에
맞도록 노동관련 제도와 관행을 유지ㆍ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분야에
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도그마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편적이라고 강변되는 특정 기준이나
도그마에 꿰어맞추려는 무모한 시도이다. 현실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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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와 노동자 고용지표 1

Giovanni Majnoni (세계은행 총재 대행)

■ 머리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는 10개 분야에 걸쳐 기업규제의 부담을 측정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본 보고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개혁을 촉진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발전 도모, 개혁의 설
계방안 전수, 개발 효과에 대한 국제적 담론의 발전, 이론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기업환경보고서
에 본 평가서에서는 각 지수의 구성 방식과 측정 내용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내부평가그룹(IEG)2) 분석 결과
본 평가서는 기업환경보고서에서 사용한 기업환경 지수가 기업규제에 따른 부담을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한 나라 기업환경의 다른 중요한 측면이나 규제의 장점, 기타 개발과 관련된 측
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기업환경보고서를 해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1) 세계은행에서는 2008년 Doing Business 보고서에 관한 연구원의 문의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밝
히지 않은 관계로,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기존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성명서 원문은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DOIBUS/Resources/code.pdf?
resourceurlname=code.pdf 참고, Doing Business 보고서 전체는 http://www.worldbank.org/
ieg/doingbusiness/download.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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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업환경보고서(Doing
1)
Business 2008) : 요약문

하며 투자환경평가(Investment Climate Assessments) 등 다른 보완적인 도구와 함께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환경보고서의 조사대상(informant)과 다양성을 확대해야 하
며 수집한 정보를 더욱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조사대상 선정과 인원수 확
대 방식을 체계화해야 하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의 및 공표하고 조사대상의 기반 및 데
이터 변경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규제를 평가함에 있어 실제 적
용 정도나 방식보다는 명문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환경보고서는 지수의 설명력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부지수인 총세율(total tax rate)은 행정적 부담을 넘어 국가의 재정정책
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IEG는 기업환경보고서 전체 순위 책정에서 이를 제외하되 매우 중요한 정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환경보고서 담당 팀은 데이터를
발표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상당 부분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발표된 데이터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모든 버전의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기업환경보고서의 국가별 순위가 매년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그 맥
락을 이해해야 한다. 기업환경팀은 본 보고서는 규제비용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고 국가 차원의 개
혁을 추적하는 것이지 한 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기업환경팀은 세계은행의 분석 내용을 활용해 추가적인 기업환경 지수의 개발에 참조해
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수를 도입하기 전에 그 방법론을 시범 적용하고 안정화해야 할 것이다.

■ 경영진 의견서 초안
경영진은 기업환경보고서 평가서를 환영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개혁에 대한 담론과 행동을 촉
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여타 개발 이슈에 유사한 벤치마크를 적용하라는 권
고사항에 주목했다. 경영진은 IEG 권고사항 중 3개의 이슈를 강조했다. IEG는‘납세’지수를 수정
2) 세계은행 내부적으로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세계은행 그룹의 정책 효과의 미래 효과를 증진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평가그룹(Independent Evaluation Group)제도를 운영한다. 세계은행 경영
진들과 독립적으로, 3명의 IEG 이사가 평가사무총장(Director-General, Evaluation)을 통해서 이사
회에 직접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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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정적 부담에 대한 측면만 포함하고, 세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발표하되 순위
에서는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러한 권고사항이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
기 위해 기업설문조사(Enterprise Survey), 투자환경평가서 등을 병용하라는 IEG의 권고사항과 일
관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다. 기업설문조사는 항상 세금부담 문제를 기업인들의 주요 우려사항으
로 지적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발표한 모든 데이터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IEG의 권고사항에 대해 경영진은 독특하다고(unorthodox)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은 역
계산한(back-calculated) 데이터 시리즈를 (방법론 변경이나 보정을 위해 조정한 후) 기업환경보고
서의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경영진은 기업환경보고서의 조사대상을 확대하라는 IEG
권고사항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 평가사무총장(DGE) 보고서
기업환경보고서는 널리 인정받는 세계은행그룹(WBG)의 상품(product)이며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일환이다. 동시에 세계은행보고서는 하나의 평가 수단으로서 중요한 질문
과 우려사항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업환경 지수가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측정하지 않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공식 경제에 속한 기업이 당면한 규제 부담을 측
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경제적 안정성, 노동 숙련도, 신용 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부패 등
한 나라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매우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안전,
환경보호, 근로자 보호 등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언급하지 않는다. 기
업환경보고서는 법적 규제의 부담을 측정하는 데 유효할지는 몰라도 한 나라의 기업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며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종합 결론 및 향후 계획
세계은행개발위원회(CODE)3) 멤버들은 IEG의 기업환경보고서 평가 및 경영진 의견서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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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했다. CODE 멤버들은 전반적으로 기업환경 지수에 대한 IEG 검토를 환영하고 보고서의 완
성도를 높이 평가했다. 기업환경보고서가 국가 기업환경의 모든 측면을 다 반영할 수 없음을 인
정하면서 멤버 중 일부는 기업환경보고서가 일부 국가에서 개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을 언급
했다.
멤버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아직 미완의 작업임, 기업환경
보고서는 지수의 측정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함, 기업환경보고서는 정부가 투자환경
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기업환경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홍보전략이 있어야 하며 주의문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함, 기업환경 지수가 규제를 장려할지는 몰라도 규제의 효과적인 집행은 반
영하지 못함, 기업환경 지수가 규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을 인정, IEG는 기업환경보고서에
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약점을 발견했으며 경영진이 이를 검토해야 할 것임, 기업환
경보고서의 국가별 순위를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함, 벤치
마크와 규제는 기업환경보고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에 유의, 관습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 사이에서
기능적 동일성(functional equivalence)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등 멤버들 대부분은 기
업환경보고서의 조사대상의 선정과 확대 방식을 체계화하라는 IEG 권고사항에 동의했다.
이외에도 기업환경 지수가 측정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뿐 아니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 지수의 신뢰도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 지수를 통해 국가별 개선 정도나 효과적인 개
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 기업환경보고서의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부
는 기업환경 지수로 국가 순위를 매기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순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한 멤버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비용을 기업환경 지수로 포
함할 것과 국가 하위 정부 차원의 규제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멤버는 기업환경 지수가
필요한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정치적 경제환경(political economy)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언
급하며 기업환경 지수 작업에 의문을 제기했다.‘납세’지수에 대해서는 일부 발언자들이 지수에
서 세율을 제외하라는 IEG 권고사항에 동의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른 발언자들
은 납세 지수에 세율을 포함시키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발언자들은‘근로자 고용’지
수가 실제 측정하는 내용보다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3) 세계은행그룹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8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실적평가제도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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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멤버는 기업환경보고서를 IEG 검토보고서와 함께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진은 회의시
제기된 의견과 제안에 유의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회의 석상에서는 다음의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
의되었다.

■ IEG 평가서와 기업환경보고서
다수의 멤버들이 기업환경 지수에 대한 IEG 평가서를 환영했다. 한 멤버는 IEG 평가서를 기업
환경보고서의 일부로, 또는 함께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진은 매년 IEG 평가서와 기업환경보
고서를 함께 발표하는 것은 실용적인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IEG 평가서를
기업환경보고서 웹사이트에 게재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IEG는 기업환경보고서 평가서를 적극적
으로 배포할 것임을 확인했다. 기업환경보고서가 논의를 촉발시키고 규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
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기업환경보고서에 취약점이 있으며 아직 미완의
작업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한 멤버는 기업환경보고서에 취약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대표적
인 문서가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다른 발언자는 세계은행그룹이 상품(product)을 발표
할 때 필요한 품질검사(quality check)에 대해 질문했다. 한 멤버는 기업환경보고서는 작은 나라
에게는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을 언급했다. 다른 발언자는 기
업환경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 기업환경 지수
기업환경 지수의 방법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수 자체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경영진은 각종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유의성과 정확성을 더
욱 높이는 것은 기업환경보고서의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다른 멤버는 기업환경보
고서를 계속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규제 문제에 대한 비교연구에 집중할 것을 제안
했다. 한 발언자는 기업환경보고서의 지수 중 일부는 보건이나 안전과 관련되는데 각각의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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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특정 결과를 반영하는지 (즉, 기업등록 대비 사업허가서 건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영진은 기업환경보고서 지수는 기업환경의 모든 측면을 다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 아니며 기업환경보고서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과거 이사회(Board)의 결정과
일관된 것임을 언급했다. 경영진은 지수의 측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는 동의했다. DGE는 기업환경 지수가 각국 당국과 기업 사이에서 생산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
음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인한 사회적 혜택을 간과하고 민간부문의 비용만 강조
하면서 각국 당국이나 세계은행그룹 내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를 촉발했
음을 지적했다.
한 멤버는 IEG 보고서는 기업환경보고서 사용자(즉, 정책결정자)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이 기업환경보고서를‘규제 철폐’
를 주장하는 문서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을 고안할 때 기업환경보고서를 참조하면서 외국의 유사한 규제 사례와
비교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은 정책결정자들이 매우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
며 이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IEG는 평가서에서도 기업환경보고서는 정책결
정자들이 정책 개혁을 기획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지적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환경 지수가 특정 개혁 사례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IEG는 기업환경 지수로 측정한 국가 차원의 개혁의 영향을 추적하기 위
해 DB 팀이 국가별 팀과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한 멤버는 기업환경 지수를 세계은행 업무, 특히
자원배분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멤버는 기업환경 지수는 부분적인
지수이므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멤버는 운영방침(Operations Policy) 및 국가
별서비스(Country Services)에서는 IEG 평가서가 CPIA 업무에 기업환경 지수를 사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진은 CPIA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
으며 각각의 데이터셋은 경제적 성과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음을 참고로 언급했다.

■ 규제 vs. 규제완화
지수를 개선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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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 자체가 규제가 약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영진
은 기업환경보고서는 규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보다는 규칙의 내용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IEG는 평가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기업환경 지수를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한 멤버는 지대추구자들 (rentseekers)이 지지하는 동시에 공익을 보호할 수도 있는 규제와 관련된 긴장관계는 항상 존재할 것
임을 지적했다. DGE는 세계은행그룹에게는 규제 도입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규제의 잠
재적인 부가가치를 강조하는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 경고문 및 투명성
기업환경보고서의 측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한
멤버는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환경 순위나 지수가 아니며 이러한 규제관련 지수의 의미를 적절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즉, 경고문(disclaimer) 사용). 경영진은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지에 대해 세계은행 차원에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발언자들은 올바른 규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경고문과 의견을 표명할 것을 제안했다. 경
영진은 기업환경보고서에는‘건강 경고문’
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 답변했다.

■ 규제의 집행 및 영향
일부 멤버들은 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효과도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경영진은 기업환경보고서는 규제의 정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준법 비용, 국내 기업가
들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분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환경 관련 데이터를 실제 사업 소유
주 경험을 반영하는 사업조사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규제의 집행과 이행 측면도 관찰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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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순위
일부 멤버는 국가별 순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위의 변화가 규제환경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경영진은 기업환경 지수는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예: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전무한 경우 최하위에 기록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했다(예: 재산 등
록). IEG는 기업환경보고서 마케팅에‘Reformers’Club’
을 도입한 것은 국가별 순위에 대한 규범적
(normative) 해석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멤버는 국가별로 당면한 제약조건이 서
로 다른데(예: 자원부족, 역량 제한) 순위 경쟁으로 이러한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회원국의 순위를 매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덧붙였다. 경영진은 각국별로 내용
적인 측면이나(quality issues) 국가별 한계를 고려하면서 기업환경 지수를 건설적으로 사용해 온 것
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 멤버는 순위를 철회하라는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른 멤버는 모범 사례(best practice) 분야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고, 또 다른 멤버는 벤치마크를 사
용하는 것은 기업환경보고서뿐만이 아니며 다수의 국제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기업환
경보고서 발표 후에 국가별 순위의 측정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영진은
OECD의 유사한 분석 연구와(
‘OECD 회원국 상품시장 규제’
) 비교하면 규제의 복잡성 및 비용 측
면에서 OECD 순위와 기업환경보고서의 순위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IEG는
기업환경보고서의 국가 순위가 개선되는 것이 기업환경의 개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그보다
는 규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부분적인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납세 지수
세율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한 멤버
는 세율을 납세 지수에 계속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다른 멤버는‘total tax’
라는 말이 오해의 소
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IEG는 납세 지수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
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IEG는 기업환경보고서에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지속
적으로 수집하고 발표하되 이를 전체 순위에 반영하는 것은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IEG는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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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나 재정 요건에 따라 세금 인하는 투자환경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으며 개별 기업에게도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 멤버는 한 국가의 세제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만
이와 관련된 기업활동의 부담이나 용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한 발언자는 납세 지
수의 변경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세금 문제는 여전히 기업발전의 주요 애로사항이라는 점을 이
유로 들면서 (즉, 아프리카 지역) 납세의 행정적 부담 측면만 보는 것은 기업환경보고서의 방법론을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다른 발언자는 세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부터 기업활
동에 부담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진은 세율 제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
설문조사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문제가 세금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근로자 고용 지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을 각국에서 보장하도록 세계은행그룹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환경보고서에서 특정 근로기준을(예 : 단체협상, 강제노동)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수 개진되었다. 경영진은 근로자 고용 지수는 ILO 기준에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IEG는 근로자 고
용 순위에서 규제가 상당한 싱가포르가 1위이며 규제가 전무한 마샬군도(Marshall Islands)가 2위를
차지하는 등, 특이사항(anomalies)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발언자는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싱가포르와 마샬군도를 혼동할 일은 없을 것이라 발언했다. 경영진은 근로자 고용 지수는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규제비용에 주목하면서 비공식 경제나 여성/청년층의 높은 고용률 등과
같은 중요한 현상에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환경 지수는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낸다. 경영진은 현재 진행 중인
DB 보고서는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 조사대상 확대
멤버들은 경영진이 기업환경보고서의 조사대상(예: 회계, 조세 전문가)을 선정하고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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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계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발언자는 관련 이해당사자도 포함되어야 한
다고 지적했다(예: 고용주, 소비자). IEG는 지수별 조사대상자 수를 기업환경보고서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임을 언급했다.

■ 명칭
기업환경 지수의 제목은 측정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
다. IEG는 기업환경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지수의 명칭이 측정 범위를 과잉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측정 내용을 설명하는 문안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근로자 고용’
의 경우 근로자의 고
용 및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근로시간을 포함하지만 기타 중요한 측면은 포함되지 않았
다 (예 : 노조권한, 아동노동).

■ 신규 지수 및 지방정부 규제
기업환경보고서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규제비용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경영진은 현재
해외직접투자 지수가 시범 적용 초기에 있음을 언급했다. IEG와 경영진은 새로운 지수를 포함하기
전에 방법론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한 멤버는 국가 하위
(subnational) 단계의 정부 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진은 국가 하위 차원의(즉, 시(市) 단위
의) 정부 규제도 검토하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미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현재 지방정부
(subnational) 보고서를 통해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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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와 노동자 고용지표 2

국제사용자기구(IOE)1)

■ 머리말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는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정부가 개혁을 실
2)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용자(employers)는 비효율적인 규제로 어려움
천할 유인책을 제공한다.”

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역설적이게도 경제발전 정도나 국민의 여건이 최악인 나라에서 최악의 규제를 발견하
게 된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각국의 기업환경을 비교하는 데서 영향력을 가진
다. 가령 어느 나라에서는 기업 등록을 하는 데 300일이 걸리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15분이면
된다는 등의 지표를 통해 기업활동을 하기에 용이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올해의 기업환
경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비효율적인 규제는 여성 등 취약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1) IOE는 1920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사회, 노동정책의 전 분야에서 기업을 대표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현재 138개국 145개 국가사용자연맹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IOE는 2008년 기업환경보고
서에 관한 연구원의 문의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관계로,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기존
에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의 2008년 기업환경보고서에 대한 IOE의 입
장을 간략히 소개한다.
2) IOE 회원인 미국 국제기업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가 오늘 주최한
뉴욕 행사에서 Abraham Katz IOE 회장이 한 연설 대목. (26 September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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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에 대한
국제사용자기구 성명서

기업환경보고서는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화를 주창한다. 세계은행은 규제가 미비한 많
은 분야에서 오히려 재산 등록, 투자자 보호, 계약 준수 등 규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고용 관련 지표도 마찬가지로 기업환경보고서는 고용규제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기업환경보고서의 고용지표는
ILO의 기본적인 노동원칙과 작업장에서의 권리에 완전히 일치하며 187개에 달하는 ILO 노동협
약 중 4개에서만 언급하는 사안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의 용이성 항목에서 1위를 기록
한 그루지아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구성하는 8개 ILO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이다. 세계은행은
모든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적확하게 지적하
면서 성장이 둔화된 나라 중 노동법규가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IOE와 세계은행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국가환경을 만들어 나가
는 노력에서 서로 중요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향후 수개월 동안 IOE와 회원들은 각국별로 기
업환경보고서의 발표를 홍보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 5개의 고려사항
IOE는 ILO 기준이 기업환경보고서의 내용과 기본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세계은행의 고용창출
접근법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1.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프로젝트는 경제발전, 규제, 고용창출의 상호관계를 언급한다.
2. 고용 관련 지표는 ILO 기준 중 4개에만 연관된다.
3. 기업환경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업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노동법적 접근을
주창한다.
4. 기업환경보고서는 근로자 보호가 전무한 비공식 경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 기업환경보고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향후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본 성명서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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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려면 투자, 성장,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UN 경제사회위원회 2006년 각료선언문에서 인용한 말이다. 이는 적절한 정책, 규제적 기반, 창
업, 고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국제 선언문에서 드러난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규제적 환경이라 함은 규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기업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기업환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규제가 적은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모두 규제를 하지만 이는 자국의 환
경에 적합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과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간혹
법규를 간소화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
고서는 기업에 우호적이거나 배타적인 기업 규제환경의 다양한 특징을 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환경보고서는 특히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
어,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 남편의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등록이나 창업금지 등 명시적인 차별조
항을 조명해 왔다. 2009년 기업환경보고서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주제로 다룰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인도, OECD 국가의 사례를 보면 엄격한 고용규제는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성장
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학술적 이론이다.3)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데 주된 이유는 공식 경제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08)는 세계은행의 가장 설득력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비용이 높지만 매
우 귀중한 공공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Financial Times, 2007년 9월 26일

3)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Doing Business를 연구 데이터로 사용한 100건 이상의 최신 학술논문의 목
록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2007년 6월 기준) http://www.doingbusi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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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 근로자고용지표(EWI)와 노동기본권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EWI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규제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특정 국가가 노동기본권을 준수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 협약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EWI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다. 그루지아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환경보고서 EWI와 ILO의 노동기본권 협약은 상충되지 않는다.”
— 국제금융공사(IFC) 이사회 제출 보고서, 2007년 6월

EWI의 방법론은 완전히 다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노동
계약의 유형, ② 연수생 임금 지급 여부, ③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제약, ④ 잉여인력의 해고
에 대한 규칙, ⑤ 임금외 인건비(사회보장분담금, 급여세 등), ⑥ 해고비용. 이러한 문제는 ILO 협
약 중 4개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 고용보장 : 고용의 종료에 관한 협약(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No. 158)),
1982;
- 근로시간 : 주당 휴식에 관한 협약(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No. 14)), 1921;
- 근로시간 : 야간근무에 관한 협약(Night Work Convention (No. 171)), 1990 ;
- 근로시간 :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No. 132)),
1970.

Doing Business의 변수와 관련된 4개 ILO 협약의 비준율은 매우 저조하다 (예: 야간근무에 관
한 협약(No.171)은 9개국 비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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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보고서의 고용지표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관료주의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다. 기업
환경보고서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와 일관된 입장을 취하며 엄격한 고용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제도를 지지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일부는 적
절한 균형을 찾기도 하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기업환경보고서는 노동법규가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환경보고서는 애초에 실현불가능한 보호를 설정해 놓은 국가를 언급한다. 두
개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시에라리온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89주(weeks)의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한다. 에리트리아의 근로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3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항은 전체 인력의 극소수에게만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주
로 공공부문 근로자).
이러한 규제는 극소수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불리하다. 많은 나라에
서 대다수의 근로자는 과도한 규제 등의 요인으로 비공식 경제로 몰리면서 노동권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업규제를 갖춘 나라에서는(기업환경보고서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 대체
적으로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작다. 규제적 제약이 심한 나라는(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들) 공식
경제보다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크다.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인구 880만 명 중 민간부문의 공식
경제에 속한 근로자는 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도의 경우 인구 11억 명 중 3,000만
명에 불과하다. 말라위에서는 1,200만 명 중 5만 명이다. 모잠비크는 2,000만 명 중 35만 명이다.
이런 나라에서 엄격하거나 비적절한 노동규제는 직간접적으로 애초의 취지에 정반대되는 결
과를 가져온다. 즉, 전체 인력을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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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보고서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 이전하여 노동권 보호가 개선되도록 돕는다. 멕시코는 개혁을 거친 후 등록된 기업
수가 약 6%, 고용률은 2.6%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페루에서 창업 규제를 상
위권 국가의 수준으로 간소화하면 비공식 경제의 규모는 전체 경제 대비 60%에서 37%로 축소
될 것이라고 한다. 공식 기업은 단지 근로자를 공식 경제로 편입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고용규모가 비공식 기업의 4배에 달하므로 고용창출 증대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기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신랄한 공격이나 세계적으로 노동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기업환경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개혁이 대부분 노동규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기업환경보고서 순위에 포함된 178개국 중 2006~2007년 기
간 동안 노동법을 대폭 개정한 경우는 12개국에 불과하다. 그 중 8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
대시켰으나 나머지 4개국은 오히려 노동규제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경으로 노동권
이 축소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 향후 계획
기업환경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귀중한 도구임은 분명하나 오직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은행은 기업환경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개선하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조정한다.4) 세계은행은 고용지표(EWI)

4) 예) 고용보장 : 고용의 종료에 관한 협약(Employment security: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158), 34개국 비준)과 해고비용지표(Firing Cost Index)와의 상관관계(사전 통지 요건, 퇴
직금, 벌금 등). 기업환경보고서는 현재 순위를 산정하면서 8주 임금을 초과하는 해고비용만 측정한
다. 즉, 최대 8주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사전 통지, 벌금 등을 허용해도 고용의 용이성 순위에 악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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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 ILO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1. IOE는 기업환경보고서의 근로자고용지표(Employing Workers Index)를 개선하기 위해 ILO
와 세계은행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협력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3자 대표단이 세계은행과 만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최근 ILO와 세계은행 사이의 협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ILO 정책일관성방안(policy
coherence initiative)은 공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특
히 ILO 협약의 이행(compliance)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실행하면 유의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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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와 노동자 고용지표 3

Special Feature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 :
워싱턴 컨센서스의 마지막 보루인가?
Peter Bakvis (ITUC/Global Unions 워싱턴 사무소 소장)

■ 머리말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기관인(IFI)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창설 후 40년 동안 국
제사회는 세계 금융안정성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관대하고 유익한 기관이라고 평해 왔
다. IMF와 세계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이 1944년 회의를 통해 창설한 기구이
다. 연합군은 1930년대 발생한 세계적인 위협을 방지하려면 세계적인 금융안정과 전반적인 번영
이 UN 제도의 핵심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고 그 UN 제도에 있어 국제금융기관이 중요한 보완
장치이자 일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IMF와 세계은행은 과거와는 다른 논란적인 역할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1980년경 두 개 기관 모두 융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정책을 적용하면서
시작하였다. 다수의 개도국에게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수입 재화/서비스 및 투자
에 대한 장벽 완화, 국유기업 및 사업의 민영화, 경제규제 완화를 통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전반적
인 축소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은
영국과 미국에서 1979년, 1980년에 각기 당선된 보수파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의 시장근본주
의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미국은 그동안 국제금융기관의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유지해 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음의 말로 그의 기본적인 경제정
책을 드러낸 바 있다.“정부는 대안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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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국제금융기관들은‘정부 문제’
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구조조정 정
책이 단기적으로는 실업이나 재정지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정부 부
채 감소, 경제성장 촉진, 빈곤 완화 등의 결과로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처방은‘워싱턴 컨센서스’
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1989년 한 기
고문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워싱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감대
이라
(consensus)를 형성할 수 있는 10개의 정책수단’
이라는 글에서 나온 것이다.1) 여기서‘워싱턴’
함은 미 정부와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기관들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이 기고문에서는 무
역자유화, 민영화,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부채 감소나 안정적인 성장 촉진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국내 경제정책에 일관적
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워싱턴이 다른 나라에 촉구하는 경제정책’
을 표준
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은 1980년대 이후 국제금융기관
들의 정책을 특징짓는 사고방식을 상징하게 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 관련 정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적으로 초래했기 때문에 즉각적
으로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약속대로 장기적인 혜택이 가시화되었다면 이러한 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거의 20년의 구조조정을 거친 1990년대 말
까지도 실현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1980년대, 1990년대를 걸쳐 개도국의
채무 수준(국가소득 대비 대외부채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직전 20년보다
하락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절대빈곤(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일일 1
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수준)은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고도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 그
예외는 바로 동아시아 지역으로서, 향후 신흥산업국이나 신흥경제국으로 알려지게 되는 한국, 중
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국가에서는 꾸준한 고속 성장과 빈곤 완화를 이루어냈다. 이들 나라
에서는 높은 수입장벽, 해외투자자 규제 및 제약,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국유기업 및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역할 등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 왔다.

1) Williamson, John,“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in Williamson, John (ed.), Latin

American Re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Washington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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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정책적인 실패임이 분명하였지만 IMF와 세계은행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었다. 이 두 개 기관은 방대한 관료 조직으로서 직원이 수천 명에 달하고 이들 모두가 워싱턴 컨
센서스가 상징하는 자유시장 근본주의에 통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더디게, 주로 외
부의 강력한 압력에 당면했을 때 진행되었다. 수백개의 NGO와 노동조합, 교회, 기타 단체들이 지
지하는 국제 Jubilee 캠페인은 수년간의 운동 끝에 워싱턴 컨센서스식 정책은 부채를 축소하면서
성장을 촉진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기부국가와 국제금융기관들에게 설득시켰다.
1999년 국제금융기관들은 높은 부채에 허덕이는 빈곤국가의 부채를 탕감하는 실질적인 구상을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명시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그 부산물로 발생하는‘파급효과(trickle-down)’덕분에 빈곤이
자연스레 감소할 것이라던 과거의 입장과는 달라진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관들의 부채탕감제도는 애초에 빈곤국가의 부채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과 같
은 종류의 구조조정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민영화와 자유화 정책이 경제성
장을 위한 무조건적인 처방이 아님을 인정한 것은 이보다 뒤였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아르헨티나일 것이다. 국제금융기관이 지지한 급진적인 자유시장정책을 펼친 지 거
의 10년 만인 2001년 경제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아르헨티나 위기 이후 세계은행은 다시 한번 공
공부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IMF의 경우 자본통제
가 투기자본의 불안야기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모든 유형의 자
본통제를 철폐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중단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 국제금융기관들은 ILO의 핵심 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s, CLS), 특히 근
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은 시장의 지배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지를 꺼려왔다. 그
러나 2002년 세계은행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핵심 노동기준 전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2004년 10월 국제노동조합 대표단이 시장근본주의적 정책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
자 세계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워싱턴 컨센서스는 종언을 고했’
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2)
그러나 세계은행 총재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내부적으로 반발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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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워싱턴에서는 우파적 사상이 다시 득세하게 되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나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적인‘싱크탱크’
가 특히 정
책입안가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1994년부터‘경제자유지수’
를
발표해 왔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세금과 규제를 철폐해야만 경제가‘자유’
를 획득하
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03년 경제자유지수는 소득세와 최저임금이 아예
없거나‘최저임금이 인력의 소수에만 적용되어 의미가 없는’나라, 그리고 근로시간이나 작업장
안전규칙 등 노동규제가 부재하거나 또는 무의미한 나라에 최고의 등급을 선사했다. 특기할 만하
게도 경제자유지수는 재산권 집행을 위한 규제는 예외로 하여‘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에 대해 강력
한 재산권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정부’
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3)

■ 경제자유지수에서 기업환경보고서로
헤리티지 재단의 이러한 접근은 곧 세계은행의 마이클 클라인(Michael Klein)이 이끄는 그룹의
주목을 받게 된다. 마이클 클라인은 Royal Dutch Shell의 수석경제학자 출신으로 2000년 세계은행
민간분야개발 담당 부총재로 임명되었다. 클라인 부총재는‘투자 환경’그룹을 조직하여 민간투자
의 주된 장벽은 규제에 따른 부담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기업활동의 용이성’지수를 측정하
는 작업에 착수하여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세계은
행의 다자성을 반영하는 보다 발전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또한‘기업의 자유, 정
부 역할 제한, 개인의 자유, 미국 전통의 가치관, 강력한 국방의 원칙’
에 근거한 정책을 펼친다고
웹사이트에 당당히 천명한 헤리티지 재단 지수의 낙인효과(stigma)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4)
2003년 10월에 탄생한 기업환경보고서는 5개 분야에서 규제를 측정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노동이었다. 주간 근로시간 66시간 미만, 주 1일 휴식(금요일이나 일요일 등), 근로자 1인당
2)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LM/Resources/TUMeetingOct7.pdf
3) O’
Dricoll, Gerald et al, 2003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 and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2003, p.62&66.
4) http://www.heritage.or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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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25% 이상의 최저임금, 해고시 이의제기 수단이나 퇴직금 지불, 정기계약의 사용에 대한
제한 등이 존재하는 나라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기업환경보고
서는 근로규제가 자체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
가 어려운 것으로 채점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 순위를 매겼다.
세계은행은 기업환경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발표 및 배포하여 머지않아 이는 세계은행 간행물 중
가장 높은 배급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후의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일부 수정해 나갔다.
가령 법정 주당 근로시간 최소 66시간이라는 기준은 1919년에 이미 주당 48시간을 표준으로 내세
운 ILO 협약 1에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했다(정작 수정이 반영된 것은 2007년 기업환경
보고서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노동규제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고 순위가 높은 기본적인 방법론
은 변함이 없었다. 이후의 보고서는‘납세’지수를 도입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고용주의 노령연금
강제 가입, 산재보험 등 건강보험, 출산휴가 등이 있는 나라에는 불이익을 주는, 근로자 보호법 철
폐 주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첫호부터 기업규제에 대한 정량적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는‘경제성과를 분
석하고 실효성이 있었던 개혁의 종류, 분야, 원인을 분석한다’
고 천명했다.5) 그러나 기업환경 지수
가 투자, 경제성장이나 고용 등 긍정적인 경제성과와 관련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된 바 없다.
보고서 작성자들과 세계은행 대표들은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기업환경 지수
로 측정 결과 노동규제가 낮을수록 공식경제 고용이 높아진다는 식인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
시하지 않고 있다.
기업환경보고서의‘고용 및 해고’지수에는 한 가지 지적 토대가 있긴 했다. 영국과 미국 및 기
타 과거 영국식민지에 적용되는 앵글로색슨 관습법이 유럽대륙이나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비
영어권 아프리카에 적용되는 대륙법보다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시도했던 학술 논문이
었다. 관습법은 시장과 계약에 의존하는 데 비해 대륙법은 규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거
였다.6) (이 논문의 저자 한 명은 나중에 기업환경보고서의 수석저자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경제성

5)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4, Washington 2003, p. viii.
6) Botero, Juan et al.,“The Regulation of Labor,”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June 2004.
http://www.doingbusiness.org/documents/labor_June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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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부차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2007년 기업환경보고서는 이 논문이‘규제 유연성이
낮을수록 비공식적 채용이 높고 임금이 낮으며 건강보험과 사회복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을 증명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7) 실제로 이 논문은 기업환경 지수의 근거가 되는 노동시장 경
직성 지수와 비공식 고용 및 임금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정하였으나 유의성을 찾지 못했다. 게
다가 건강보험이나 사회복지와 상관관계는 검정을 하지도 않았다.8)

■ 노조 반응
국제노조는 노동규제가 투자의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한 기업환경보고서의 잠재적 폐
해를 신속히 인지했다. ITUC의 전신인 ICFTU 9)의 사무총장은 2004년 기업환경보고서 발표 몇 주
후인 2003년 10월 세계은행 총재에게 서신을 보내 기업환경보고서는 의심스러운 근거로 노동규
제의 철폐를 옹호하면서 이러한 규제완화는“근로자의 생활기준을 저해하고 빈곤철폐 노력을 방
해할 수 있다”
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끝내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회신을 했던 클라인 부총재는 이러한 우려사항을 외면했다.
ICFTU와 ITUC는 그 후로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은행과 IMF가 기업환경보고서를 통해
특정 국가의 노동규제를 완화하려 시도한다며 아홉 차례에 걸쳐 세계은행에 성명을 보냈다.
ICFTU와 ITUC는 기업환경보고서의 노동지수, 그리고 국제금융기관들이 국가단위에서 이를 활용
하는 현황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지수와 순위의 근거가 된 다수의
가설의 자의성과 근거부재 등 방법론적 오류를 주로 파헤친 것이다.10) 이러한 분석에서 국제금융
기관들이 기업환경 지수와 순위를 근거로 노동시장규제를 철폐하라고 23개국 정부를 압박한 사례
를 소개하기도 했다.

7)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7, Washington 2006, p.18.
8) Botero et al., op. cit., p.45.
9)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새로이 단일화된 국제노조연맹에(ITUC) 통합되었다.
10) ITUC는 2007년 9월 세부 분석보고서 최신본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http://www.ituc-csi.org/IMG/pdf/doing_busin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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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최저임금 감소, 근로자 해고 간소화 등의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기
업환경보고서에서 호평한 첫 나라 중 하나였다. 2005년 기업환경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은행
은 콜롬비아는‘노동법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난 1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환경개혁을
이루어낸 사례’
라고 격찬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또한 노동개혁이‘실업률 감소에 가장 큰 효과’
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11) 그러나 세계은행은 향후 콜롬비아 노동시장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
해 기업환경보고서에서 추앙해 마지 않았던 개혁이 정작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음을 인정했
다.“……개혁의 영향이 긍정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
12) 콜롬비아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노조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다.’

(ITUC의‘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폭력 연례조사’
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살해된 노
조원이 무려 1,145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세계은행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놀랄 일이 아니
라 하겠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관인 IMF도 근로자보호법 약화를 위해 기업환경보고서의 노동시장 지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2007년 IMF는 요르단 정
부에게‘고용 및 해고법을 완화하여…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
하도록 조언했는데13) 이는 요르단
의 수출가공지역에서 근로자 학대가 만연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였다. ILO가 이러한 근로자
학대를 중단코자 요르단 정부와 협력하던 같은 시기에 IMF는 근로자 해고를 간소화할 것을, 그리
하여 근로자 학대 가능성을 높일 것을 종용했던 것이다.
IMF는 2007년 구소련연방인 키르기스스탄에‘구조적 벤치마크’융자의 조건으로 기업환경 지
수를 근거로 하고 IMF가 승인한 노동법 개혁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했다.14) 바로 그 전 해에 키르
기스스탄 노조는 의회를 대상으로 노조권한 제한 법안의 철회를 관철시킨 바 있다.
세계은행은 또한 국가별 정책 및 제도적 평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

11) World Bank,“Doing Business 2005: Poor Nations Struggle to Reduce Red Tape for Business, Miss
Large Growth Opportunities,”World Bank News Release No:2005/69/S, 8 September 2004 and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5, Washington, 2004, p.30.
12) World Bank, Colombia: Labor Market Adjustment, Reform and Productivity, Washington, 2005, p.33.
13) IMF, Jordan: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Washington, 2007, p.17.
14) IMF, Kyrgyz Republic: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Washington, 2007,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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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환경보고서의 노동지수를 근거로 일부 융자 조건을 결정짓고 이를 세계은
행 특혜융자(concessionary loans and grants)의 기본 자격요건으로 포함하기도 했다.

■ 기업환경보고서로 노사정 개혁 차단
노조는 노동법 개혁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많은 개도국에서는 전국 노조가 ILO의 지원하에 개
혁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면서 일부 고용보호법을 대체하는 것
에 동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관들은 일부 국가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정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기업환경보고서를 근거로 노동규제는 누구에게도 비용을 초래하지 않고 철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연금이나 실업급부 등 고용자 기여의무가 발생하는 사회보호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팔은 2005년 초 노동법 개혁 과정에 착수한다는 노사정 합의에 도달했다. 개혁의
골자는 해고규칙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초사회보장제도 도입, 작업장 안전기준 강화, 핵심 근로기
준 협약의 전체적인 비준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정 개혁작업은 2005년 2
월 네팔 국왕이 절대권력을 장악하고 노조를 불법화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세계은행은 네팔이
DB 노동지수에서 순위가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노동시장 규제완화 조치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도록 네팔 국왕을 압박했다. 세계은행의 네팔 담당자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선
포해야만 세계은행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국왕에게 통보했다. 네팔 국왕은 2006년 3월 세
계은행의 촉구에 응하게 되지만 같은 해 4월, 노조가 핵심축을 이루는 민주화 세력에 권력을 내주
게 된다. 신생 정부는 2주 후 국왕령을 철회했다.
같은 해에 네팔의 노사정 개혁은 원상복구되어 2007년 10월에는 기초사회보장제도 도입, ILO
협약 비준, 새로운 노동법 도입 등의 향후 계획에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은행은 노사정
개혁을 또다시 거의 중단시켰다. 2007년 11월 세계은행 부총재 한 명이 네팔 언론에게‘경직적인
노동법’
을 완화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네팔에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던 것
이다. 노조는 즉각적으로 총리와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 규제완화 조건이 포함된 세계은행 융자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아냈다. 이로써 사회보호제도 및 노동권 강화와 고용보호법 개
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노사정의 노력은 드디어 세계은행의 개입 없이 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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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은행은 이미 기업환경보고서에서 주창하는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근거로 한 비생산적인 접
근방식으로 이들의 노력을 거의 3년이나 지연시켰던 것이다.
근로자보호 및 사회적 보호제도의 의무가 낮은 나라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기업환경보고
서의‘근로자 고용’및‘납세’지수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이러한 보호제도는 비용만 초래하고 하
등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전례가 열악한 다수의 국가
가 모범 사례로 제시되기도 한다.‘근로자 고용’
지수 상위 국가에는 구소련연방의 벨라루스, 그루
지아 및 아프가니스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LO 미가입국,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라틴아메리
카/지중해 지역의 아이티 등이 있다. 기업환경보고서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낮을수록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나라 중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번영이나 성과를 이루어낸 나
라가 없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이나 페루, 아시아의 한
국이나 대만과 같이 안정적인 고속성장, 빈곤퇴치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나라들이‘근로자 고용’
지수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했다.
ITUC와 ILO의 분석 보고서에서는 기업환경보고서의 노동지수와 투자, 고용 등의 긍정적인 경제성
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다.15) 기업환경보고서에서 인과관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급한 참고문헌을 분석한 결과 ITUC는
이러한 근거는‘존재하지 않거나 일화적인, 또는 고도로 선택적이거나 오류적인 범주’
에 국한된다고
결론지었다.16) ITUC는 기업환경보고서는 인과관계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는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의 중요한 참고문헌을 허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 5년 후 노조의 주장이 뒷받침되다
세계은행은 기업환경보고서의 경제적 정당성이 허구임을 밝혀낸 외부 조직의 목소리는 무시했
15) See: http://www.ituc-csi.org/IMG/pdf/doing_business.pdf; http://www.ilo.org/public/english/
employment/download/elm/elm07-6.pdf;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
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085125.pdf
16) ITUC, op. cit.,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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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세계은행의 자체기관인 내부평가그룹(Internal Evaluation Group, IEG)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시할 수 없었다. 세계은행의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 직속기구인 IEG는 2008년 6월 기업환
경보고서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노조에서 해온 주장을 상당부분 뒷받침
했다. 예를 들면 기업환경보고서는“규제의 혜택이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여타 측면의 혜택은 간과
한 채 비용만 측정’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편향성이 있다거나‘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업환경 지
수]와 고용…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는 주장이다. IEG는 또한 기업환경보고
서가‘지수의 설명력을 과대하게 주장했다’
고 비판했다.17)
IEG 평가보고서 발표 직후 ITUC는 세계은행의 노동시장 관련 기관들이 기업환경보고서의 노동
지수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IMF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
다. 우연찮게도 기업환경보고서의 일방적인 노동규제 완화 방식이 비난에 직면하던 당시, 미국 금
융권이 규제감독 불충분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금융기관들이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IMF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초래한 규제적 미흡함을 간과했다는 내부 개도국그룹의
비난을 받았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2008년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둔화를 초래하였으며 IMF 추정
에 따르면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금융기관들은‘정부는 대안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이라는 철학에 근거한 정책을 25년 넘게
고수해 왔다. 이제는 그동안 워싱턴 컨센서스로 표준화되고 기업환경보고서로 보강된 규제완화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노동을 비롯한 개발문제에 대해 좀더 실용적인 방식을 택할 것을 희망한다.
이러한 희망은 물론 세계은행과 IMF가 앞으로도 경제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
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일 수도 있다. 세계은행에서 지난 5년간 이렇듯
명백히 이념적이고 지적으로 허술한 보고서를 노동시장 개혁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사실은 스스로 표방하는‘세계 개발문제에 대한 지식의 보고’
라는 위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세계은행은 기업환경보고서의 인과관계 주장의 허위성을 간과하고 오히려 이
를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해 왔다. 국제노조나 여타 기관들이 기업환경보고서의 방법론
적 편향성과 그에 따른 폐해를 폭로할 때도 애써 외면해 왔다. 오히려 기업환경보고서의 오류 투성

17)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Doing Business: An Independent Evaluation, Washington : World
Bank, 2008, p. 32, 36 &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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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노동지수를 특혜지원(concessionary assistance) 배분 기준에 적용하는가 하면 노동시장 전략
이나 국가별 정책보고서나 권고사항에도 반영하였다. 이는 IMF도 마찬가지다.
세계은행은 이미 미국 정부의 지나친 영향력, 시장근본주의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편향, 개도국
에 그릇된 정책을 강제하는 잘못된 분석기법의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의 부재에 대한 비
판에 시달려 왔다. 여기서 기술한 내용은 이러한 비판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계은행이 노동이라는 중요한 개발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정해
야 할 것이다. IEG 보고서 발표 며칠 후 ITUC는 세계은행이“분석보고서나 정책문서에 DB 노동지
수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러한 지수의 방법론이 본질적 오류가 있으며 노동권 위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에서 이렇듯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8) 세계은행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8) http://www.ituc-csi.org/spip.php?article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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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와 노동자 고용지표 4

이상헌 (ILO 선임연구원) �

■ 머리말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Employing Workers Indicators)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내부에서는 이 지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
으나 공식적인 의견을 아직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07년 11월에 사무국에서 준비한 검토
문서를 기초로 이사회(Governing Body)가 이 지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내부 이견으로 인해 공
식적인 결론을 채택하지는 않았다(이 검토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상자글을 참조).
노동자 고용지표에 관한 ILO의 공식 입장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최근 학계의 연구나 정책
논쟁에 기반하여 노동자 고용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세계은행
이 노동자 고용지표를 개발하게 된 이론적∙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본 뒤, 이 지표에 기초한 최
근 실증연구를 요약 소개할 것이다. 곧이어 노동자 고용지표와 관련된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지적
한 뒤, 노동규제가 경제와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전제가 근거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증연구를

� 이 글에 개진된 견해나 주장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것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공식적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에 관한 보다 기술적인 비판은

International Labour Review에 출판 예정인 필자의 공저 논문 (World Bank’
s,“Employing Workers
Index”
: Findings and critics ? a review of recent evidence”
)을 참조. 초고를 읽고 논평해 준 노동부의
김인곤 국장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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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규제와 노동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지향적
연구의 필요요건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주요 관련연구를 이
글의 참고문헌에 정리해 두었다)

노동자 고용지표에 관한 ILO 이사회 보고서 주요 내용
2007년 11월 제 300차 이사회에서 ILO는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위해 준
비된 사무국의 검토 문건은 이 지표의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① 노동자 고용지표는 투자환경이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② 지표화 과정에 심각한 방법론적 기술적 문제가 있다.
③ 노동자 고용지표는 사회보호를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는 가정에 입각
해 있다. 그 결과 유연성과 안정성 조화라는 노동시장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
④ 노동시장 규제가 노동시장 성과를 해치고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연구가 없다.
⑤ 노동자 고용지표와 국제노동기준은 모순적이다.
⑥ 노동자 고용지표 국가 순위가 노동법 개혁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출처 :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
wcms_085125.pdf

■ 이론적∙역사적 배경
시장경제는 법적 수단을 통해 규제되어야 하는가? 시장은 자동 치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
적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경제는 내재적으로 불안정하여 비효율성
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적 규제를 통해 이를 치유해
야 하는가? 법과 시장경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장경제의 역사만
큼이나 오래된 것이라, 다소 진부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부할 만큼 근본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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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도 된다. 게다가, 시장경제 성립 이후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
전히‘현재진행형’
이다. 최근 노동시장 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도 크게 보면 이런 역사적 궤
적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다른 시장과는 달리 노동이라는‘특수한’상품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광범위한 법적 개입을 인정해 왔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적 개입의 범위와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한 국가 안에서는 노동시장
규제가 다른 시장 규제보다는 일반적으로 강하고 포괄적인 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 선진국
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을 비판하고, 노동규제에서 기인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고실업 및
기타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등장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주
요한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은 1994년 OECD 의 일자리 연구
(Job Study)에서 제시된 바 있다. 각 국가별로 노동시장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수량적으로 지표화
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는 시도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고용보호와 노동시간 규제
법률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 즈음이다. 이와 같은 정
책 조류로 인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속속 도입하였고, 일부 다른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여 가시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1990년대에
전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한 반면, 프랑스는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여
노동시장‘경직성’
을 높이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약 10년 동안의 노동시장 유연화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무조건적인 유연화가 노동시장 성과(고용량 및 고용의 질) 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OECD는 2006년 고용전망 보고서(Employment Outlook) 에서
1994년 유연화 정책 조언에 대해 상당히 후퇴한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 더 역설적인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
실상 약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세계은행 주도로 이 논리가 개발도상국이나 이행국가
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1980년대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을 도입할 때부터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해 주목해 왔
지만, 그 중요도는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증가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로 불리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990년대 말을 거치면서 그 효과를
의심받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자유주의정책의 종언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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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컨센서스 주창자들은 실패 이유를 제도적 장치 미비에서 찾고 제도 변화를 워싱턴 컨센서스
의 주요 정책으로 삼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워싱턴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옳았으나, 개발도상
국들의 제도적인 틀이 미비하여 정책들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의
사 처방은 옳았으나, 환자 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셈이다. 이렇게 변화된 정책틀을 두고
Rodrick(2005)은“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Augmented Washington Consensus)”
라 부른다. 이 새
로운 정책틀에서 노동시장 규제완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
과 이행국가(transition countries)들은 세계은행이나 IMF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그 전제조건으로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약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노동자 고용지표와 실증연구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기업활동 관련 법적 규제의 정도를 지표화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
표(Doing Business Indicator)는 시장 유연화 정책의 수량적 근거(또는 과학적 외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된 2004년 이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지표에 따른 국가 순위를 기초로 법적 또는 제도적 개혁을 권고받는 일들이 많아졌다. 노동자 고
용지표는 이 기업환경지표의 일부로서, 이미 지적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핵심 사항을 지표화
하고 있다.
노동자 고용지표의 개념틀과 추정방식에 대해서는 이 특집호의 다른 글에서 이미 설명되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간단히 요약만 하자면, 이 지표는 채용, 노동시간 운용, 해고와
관련된 노동법규를 수치화하여 만들어지는데, 관련 법규가 엄격할수록 지표는 높아진다. 예를 들
어, 세 가지 세부 지표 중 하나인 노동시간 경직성 지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세부 항목
의 점수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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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채점 방식

� 일 년에 두 달 동안 주당 노동시간을 50시간
(잔업 포함) 이상으로 연장가능한가?

가능하면 0점, 가능하지 않으면 1 점

� 주당 노동일이 5.5 일을 초과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0점, 가능하지 않으면 1점

� 야간노동에 대한 제약이 있는가?

없으면 0점, 있으면 1점

� 휴일노동에 대한 제약이 있는가?

없으면 0점, 있으면 1점

� 연차 유급휴가가 21일(working day) 이하인가?

21일 이하인 경우 0점, 21일 초과인 경우 1 점

다른 세부 지표도 위와 같이 단순한 방식을 통해 계산된다. 2008년 현재, 위 지표는 약 18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계산되어 있고, 국가별 순위도 각 세부 지표별로 발표되고 있다.
노동규제와 관련된 세계적 규모의 지표작업은 초유의 일이라, 이 지표를 기초로 수많은 실증연
구가 이루어졌다. 상당수는 세계은행의 연구프로젝트 일부로 진행된 것이다. 우선 노동자 고용지
표의 이론적∙실증적 정초 작업을 한 Betero et al. (2004)을 시작으로 해서 일련의 연구는 경직적
인 노동규제 (또는 노동자 고용지표가 높을수록)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Micco and Pages, 2004; UN, 2004; Schiantarelli, 2995; Djankov et al., 2006; Czegledi, 2006;
Poschke, 2007; Haltiwanger et al., 2008).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규제가 비공식 고용이나 부패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Loayza et al., 2004, 2005; Dreher and Schneider, 2006;
Hallward-Driemeier and Helppie, 2007; Dabla-Norris and Inchauste, 2008). 과도한 법적 규제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Hallward-Driemeier and Stewart, 2004; Ovideo 2004, 2006; Ovideo et al., 2005; EU, 2004;
Desai et al., 2005; Jacobs and Coolidge, 2006; Van Stel et al., 2006; Klapper et al., 2007; Pierre
and Scarpetta, 2004, 2007; Ardagna and Lusardi, 2008). 최근에는 노동규제가 FDI와 교역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Javorcik and Spatareneau, 2004; B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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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roizard, 2006; Bolaky and Freund, 2005; Borrmann et al., 2006; Helpman and Itskhok,i
2007; Cunat and Melitz, 2007).
노동자 고용지표가 연구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곳은 개발
도상국의 노동정책이었다. 노동자 고용지표에 따른 국가 순위가 좋지 않은 나라들은 노동법 개정
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잡아가도록 권고받는 일이 허다했다. 임금노동
자의 규모가 적어서 노동법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국가들조차도,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경제성장 전략의 주요한 축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군사쿠데타 상황에서 왕실을 지원
해 주는 조건으로 세계은행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한 네팔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마디로 노동자
고용지표가 일국의 노동법 개혁의 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 때문에, 세계은
행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노동 규제완화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는 비판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 방법론적 문제점 : 노동자 고용지표의 잘못된 전제들
노동자 고용지표가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표에 대한 비판도 양적으로 늘어가고 비판의 강도도 높아졌다. 비판의 초점은 이 지표의 개념적
기초 또는 지표화 관련 방법론에 맞추어졌다(Kitching, 2006; Arrunada 2007, 2008; Berg and
Cazes, 2007; Lee and McCann, 2007a).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 여부를 결정짓는 데 사용된 기준
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노동시간 경직성 지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인 야간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경우, 야간노동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노동시간에 관한 국제
노동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노동기준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소한
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자 고용지표는 이를‘경직적’
인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이해방식은 다른 세부 지표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국제노동기준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자 고용
지표의‘경직성’
은 사실상‘최소한의 조건’또는‘decency’
에 다름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프니가니스탄이나 하이티와 같이 정상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아직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노동자
고용지표에 있어서는 핀란드나 네델란드보다 훨씬 후한 점수를 받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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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노동자 고용지표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MeLeod (2007)는 노동자 고용지
표가 사용자 편향말고는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Berg and Cazes
(2007)는 노동시장 동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 (예컨대, 단체교섭권 보장)은 정작 빠져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 고용지표가 2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계산되
었다는 점이다. 비공식 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 노동
자인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가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관련 지표가 10%도 되지 않는 노동
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이 지표가 거시변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노동자 고용지표는 법적 규정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해당 법적 규정의 실제 영향력을 고
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법이 실제로는 종이호랑이(paper tiger)에 불과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표는 노동시장의‘실제(de facto)’경직성을 측정하지 못하
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이 경우, 이 지표와 여타 노동시장 변수 간의 실증연구는 조심스럽게 해석
되어야 한다. 실제로, Freeman and Chor(2005)는 이 지표가 작업장 차원의 노동규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Lee and McCann(2007a)은 노동시간의 경우 법과 현실의 간극이 무시해
서는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법학자들의 비판은 보다 근본적이다. 노동 문제에 대한 민법적(civil law) 접근을
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는 노동법을 통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노동자 고용지표에서 좋
은 점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세계은행 지표는 근본적으로 앵글로색슨 방식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은행 지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주도하고 있는 Deakin(2007)에 따르면, 노동
법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성
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노동규제가 노동시장 성과를 나쁘게 한다는 가설을 비
판하는 실증연구 결과도 대단히 많다. 경제학 이론과 실증연구를 검토한 Bertola(2004, 2008)는 노
동시장 규제의 고용 및 후생효과를 일의적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노
동 관련 제도의 비용과 편익은 여타 다른 제도와 경제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Arpaia and Mourre(2005)는 노동규제의 비용과 편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특정 노동규제가 노동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선험
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실증연구도 늘어났다. UNIDO/GT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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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고서(2008)는 노동규제가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숙련노동자 부족이 훨
씬 더 중요한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지표의 거시변수 설명력이 대단히 제한적이라
는 연구도 적지 않다(Howell et al., 2006; Blanchet, 2006; Commander et al., 2008a, 2008b).

■ 전망과 과제 : 보다 건설적인 노동규제 연구를 위하여
노동자 고용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정책 어젠다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하려는 세계은행
의 의지에서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그 개념적 방법론적 기초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도 일률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이 지표를 노동법 개혁이나 기타 노동
정책 수립에 참고하거나 근거 자료를 활용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세계
은행의 중립적 평가보고서(IEG, 2008)는 이런 점을 인정하고, 노동자 고용지표를 포함한 기업환경
지표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몇가지 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지표에 내재한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규제의 비용만 고려될 뿐 편익(benefits)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고용지표에서 노동규제는 비용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해당 노동규제
가 애당초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노동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편향적인 접근
방식은 노동규제를‘내부자(insiders)’
의 지대 추구행위(rent-seeking activties)의 산물로 보는 인식
과 궤를 같이한다.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의 분석틀은 노동규제가 노동시장 실패를 보정
하려는 제도적 노력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노동시장을 완전경
쟁시장 모델로 보려는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Agell, 2004). 경제학 교과서에서 강조하듯이 완전경
쟁시장에 대한 법적 개입은 가격 왜곡만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물론 현실적으로 존재하
는 노동규제 중 일부는 내부자의 이해관계 보호라는 면이 없지도 않고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
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노동규제를 노동자 이익 다툼의 산물 정도로 환원해서 분석하는 오류를 범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러한 오류는 경제학 연구에 의외로 빈번한 편이다. 고용보호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를 분석했던 Pissarides(2001)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용보호법 존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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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당화할 수 없는 분석틀에 기초하여 실증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표 작업이
나 노동규제에 관한 실증연구에 앞서 노동규제의 편익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필요하다. (노동규제
에 관한 전도본말과 같은 연구 상황은 칸티용의 닭(Cantillon’
s cock)과 유사하다. 이 우화에 따르면
칸티용의 닭은 매일 일출 시간에 맞추어 울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매일 같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 닭은 자신이 울어서 해가 뜨게 된다고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 노동시장 실패 교정을 위
해 도입된 노동 제도가 노동시장을 실패(fail) 시킨다고 인식되는 분석틀도 칸티용의 닭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노동규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 노동규제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각국마다 특수한 노동규제의 역사와 구조를 분석에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남미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재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민주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노동법을 도입하거나 강화하
였는데,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에서는 이것이 단순히‘경직성’강화로만 인식된다. 또한, 이
미 지적한 대로, 해당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하지 않은 상
태에서, 노동법률과 노동시장 성과를 병치시켜 통계적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흥미
로운 일이겠지만, 정책 방향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 결국 노동규제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과 법학 간의 긴밀한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표상으로 표현된 노동규제의‘크기’
보다는 규제의‘질(quality)’
이 더 중요할 수
있다(Mehrey, 2005; Oviedo, 2006; Dabla-Norris and Inchauste, 2008). 궁극적으로 노동규제의 편
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력을 포함한 규제의 질이다. 이 때문에 노동규제의
편익과 비용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다른 제도적 변수에 따라 항상 변화 가능한 것이
다. 결국 일률적인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 하는 도식적인 선택 문제가 아니라, 노동규제의 효율
성이 보다 중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규제의 문제를 보다 긴밀하게 경제발전 맥락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 고용지표의 영향력이 강한 나
라들은 한결같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비공식 노동(informal work)이 지배적인 개
발도상국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규제 완화(deregulation)보다는 제도화(formalization)가 선결과제
일 수밖에 없다. 노동규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쟁도 이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
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40_

<<

참고문헌

�Agell, J.(2004),“Efficiency and Equality in the Labour Market,”CESifo Economic Studies 50
(2), pp.255-278.
�Ardagna, S. and Lusardi, A.(2008), Explaining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gulatory Constraints, Harvard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and NBER.
�Arpaia, A. and Mourre, G. (2005),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 A Survey of the Literature,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Almeida, R. (2005), Does Labour Flexibility Affect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Brazil,
Bonn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Almeida, R and Carneiro P. (2006), Enforcement of Regulation, Informal Labour and Firm

Performance, Bonn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Almeida R. and Aterido, R. (2008), Labor Market Regulations and the Investment in Job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D.C. : IZA/World Bank.
�Arruñada, B. (2007),“Pitfalls to Avoid when Measuring Institutions: Is Doing Business
damaging business?”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5(4), pp.729-747.
�Arruñada B. (2008), How Doing Business Jeopardizes Institutional Reform, Department of
Economics and Business, Barcelona : Pompeu Fabra University.
�Association Henri Capitant des amis de la culture juridique Française (2006), Les Droits de

tradition civiliste en question : À propos des Rapports Doing Business de la Banque Mondiale,
Société de législation comparée.
�Azam, J.P. et al. (2005), Labor Institution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Social Dialogue

in Africa, World Bank/German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akvis, P. (2006), How the World Bank and IMF use the Doing Business Report to promote

labour market deregul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 ICFTU/Global Unions.
�Basu, K. and Maertens A. (2007), The Pattern and Causes of Economic Growth in India, CAE

>>

_41

Working Paper #07-08, University of Cornell.
�Bath, V. (2007),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s ? Regulation and Change in China

and Australia,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07/79, University of Sydney.
�Berg, J. and Cazes, S. (2007), The Doing Business Indicators: Measurement issu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ELM Paper 2007/6, Employment Analysis and Research Unit,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Department, ILO: Geneva.
�Berg, J. and Kucera D. (eds.) (2007), In Defence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Cultivating

Justice in the Developing World, London : Palgrave-Macmillan.
�Bertola, G. (2004),“Distribution, Efficiency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Theory, in
OECD Countries and in Latin America,”in Jorge E. Restrepo and Andrea Tokman R. (eds.)

Labour Markets and Institutions, Santiago, Chile: Central Bank of Chile.
�Bertola G. (2008), Labor Market Regulation: Motives, Measures, Effects, Report produced in
the framework of the ILO project on“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ILO: Turin.
�Bird, R.C. and Knopf, J. (2009), Do Wrongful Discharge Laws Impair Firm Performanc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Forthcoming, May 2009).
�Blanchet, D. (2006), Exploratory Analysis of the Indicators Proposed by the Doing Business

Reports 2005 and 2006 of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AED-EAL-2006-3, Attractivité
économique du Droit,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University of Paris,
France.
�Bolaky B. and Freund C. (2005), Trade, Regulations, and Growth, Paper presented at the
Trade and Growth Conference, Washington DC, DC : Research Department Hosted by the
IMF. (January 9, 2006).
�Borrmann A. et al. (2006), Institutional Quality and the Gains From Trade, Hamburg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Discussion Paper 341.
�Botero, J. et al (2004),“The Regulation of Labour,”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 (4).
�Busse M. and Groizard J.L. (2006), FDI, Regulations and Growth, Hamburgisches Welt-

42_

<<

Wirtschafts-Archiv (HWWA), Hamburg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HWWA
Discussion paper 342.
�Casero P. A., Varoudakis A.(2004), Growth, Private Investment, and the Cost of Doing

Business in Tunisia: A comparative perspectiv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orking Paper
No. 34, Washington DC : World Bank.
�Chor, D and Freeman, R.B. (2005), The 2004 Global Labour Survey: Workplace Institution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Harvard University (http://www.nber.org/papers/w11598)
�Commander, S. et al. (2008a), Explaining the Performance of Firms and Countries: What role

does the business environment play?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Institute of Management: St. Petersburg.
�Commander, S. and Svejnar J. (2008b), Do Institutions, Ownership, Exporting and

Competition Explain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26 transition countries, London
Business School and University of Michigan/ IZA Discussion Paper No. 2637.
�Coudouel, A. and P. Paci (2006),“Selected Labor Market Reforms,”In Analyzing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Reforms: A Practitioner’
s Guide to Pension, Health, Labor Markets,
Public Sector Downsizing, Taxation, Decentralization, and Macroeconomic Modeling, in
Coudouel A. and Paternostro S. (eds), pp.111-211. Washington DC : World Bank.
�Cuñat, A. and Melitz M. J. (2007), Volatility,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Pattern of

Comparative Advantage, Essex University, CEPR and NBER : Harvard University.
�Dabla-Norris E. and Inchauste G. (2008), Informality and Regulations: What Drives the

Growth of Firms? IMF Staff Papers 55(1).
�Davis, K.E. and Kruse, M.B. (2007),“Taking the Measure of Law: The Case of the Doing
Business Project,”Law & Social Inquiry 32(4), pp.1095-1119.
�Dao, Q.V. (2003), Report on CSR in Enterprises of Leather and Footwear and Textile and

Garment Sectors, mimeo (Institute for Labour Sciences and Social Affairs).
�Dao, Q.V. (2008), (forthcoming 2008)“Viet Nam: Workers in transition”in Globalization,

Flexibilization and Working Condi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Geneva : ILO.

>>

_43

�Deakin, S. (2007), The Evolution of Labour Law: Calibrating and comparing regulatory

regimes, Centre for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Paper No. 352.
�Desai, M. et al. (2005), Institutions, Capital Constraints and Entrepreneurial Firm Dynamics:

Evidence from Europe, Harvard NOM Working Paper No. 03-59.
�Djankov, S. et al. (2006), Regulation and Growth, Washington DC : World Bank.
�Djankov, S. (2007), Measuring the Ease of Enterprise, Washington DC : World Bank.
(2008), A Response to Is Doing Business Damaging Business, Washington DC : World

�
Bank.

�Dreher, A. and Schneider, F. (2006), Corruption and the Shadow Economy: An Empirical

Analysis, IZA DP No. 1936.
�Dreher, Axel, Kotsogiannis, Christos and McCorriston, Steve, (2005), How Do Institutions

Affect Corruption and the Shadow Economy? Discussion Paper : University of Exeter.
�Eifert B. P. (2007), The Economic Response to Regulatory Reform, 2003-06, Department of
Economic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European Union (2004), The link Between Product Market Reforms and Productivity: Direct

and indirect impacts,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CFIN)
publication 7724, Ch.5.
�Falk et al. (2008), Institutions and Contract Enforce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3961.
�Fenwick, C. et al. (2007), Labour and Labour-Related Laws in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novative Regulatory Approaches,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ILO SEED, Geneva.
�GEA /ILO (2008), Survey on the Employing Workers Index of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s, prepared for the Workshop on World Bank Employing Workers’Index for Ghana.
�Global Unions (2007), The IFIs’Use of Doing Business to Eliminate Workers’Protection: Analysis

of Doing Business 2008 and new country evidence, Washington DC : ITUC/Global Unions.
�Hallward-Driemeier M. and Stewart D. (2004), How Do Investment Climate Conditions Vary

Across Countries, Regions and Types of Firm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World

44_

<<

Development Report 2005: A Better Investment Climate for Everyone.
�Hallward-Driemeier M. and Helppie B. (2007), Why Don’
t Firms Take Advantage of More

Flexible Labor Options? Regulation, Enforcement and Corruption, World Bank/University of
Michigan.
�Heckman J.J. and Pagés C. (eds.) (2004), Law and Employment: Lessons from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Repor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lpman E., Itskhoki O. (2007), Labor Market Rigidities, Trade and Unemployment, Harvard
University and CIFAR.
�Howell, D.R. et al. (2006),“Are Labour Market Institutions Really at the Root of Unemployment?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Statistical Evidence,”Capitalism and Society, 2(1).
�H�yland, B. et al (2008), Be Careful When Doing Business, ESOP research centre at the
University of Oslo, report commissioned by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EG(Independent Evaluation Group/World Bank) (2008), Doing Business: An independent

evaluation-Taking the measure of the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Indicator. Washington,
DC: World Bank.
�ITUC/Global Unions (2007), The IFIs’Use of Doing Business to Eliminate Workers’Protection

: Analysis of Doing Business 2008 and New Country Evidence, Washington DC : ITUC/Global
Unions.
�Jacobs S. and Coolidge J. (2006), Reducing Administrative Barriers to Investment Lessons

Learned, FIAS Occasional paper no.17, World Bank.
�Javorcik, B.S. and Spatareanu, M. (2004), Do Foreign Investors Care About Labor Market

Regulation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275.
�Kiliçaslan, Y. (2005),“Industrial Structure and Labour Markets: A Study on Productivity
Growth,”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Kitching J. (2006), A Burden on Business? Reviewing the evidence base on regulation and

>>

_45

small-business performance, London: Kingston University Research Repository.
�Klapper, L. et al. (2007), Entrepreneurship and Firm Formation Across Countries.
�Klein M. (2006),“Taking Care of Business,”Finance and Development, 43 (4).
�Lee, S. and McCann, D. (2007a),“Measuring Labour Market Institu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Questions on‘Working Hours Rigidity’
,”in Berg, J. and Kucera D. (eds.) In

Defence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Cultivating justice in the developing world, London :
Palgrave-Macmillan.
�Lee, S. and McCann, D. (2007b),“How to Defend Labour Standards: A Case Study on
Working Hours Limits,”draft paper for the ILO Workshop on the economic dynamics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Geneva, 21-22 June 2007, International Labour Office.
�Lee, S., McCann, D., and Messenger, J. (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London:
Routledge and ILO.
�Lee, S. and Eyraud, F. (eds.), (forthcoming 2008) Globalization, Flexibilization and Working

Condi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ILO: Geneva.
�Lindbeck, A. and Snower, D. (2001),“Insiders versus Outsiders,”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 (1), pp.165-188.
�Loayza, N. et al. (2004), Regul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no. 3469.
�Loayza, N. et al. (2005), The Impact of Regulation on Growth and Informality: Cross-country

evidence, WPS 3623, Washington DC : World Bank.
�Loayza N.V. and Raddatz C. (2006),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External Vulnerabilit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089.
�Marais, B. du (2006), Methodological limits of“Doing Business”reports, Working Paper
AED-2006-1, Version 4, Attractivité économique du Droit,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University of Paris, France.
�McLeod, R.H. (2007), Doing Business in Indonesia: Legal and Bureaucratic Constraints,
Working Paper AED-EAL-2007-3, Attractivité économique du Droit, National Institute for

46_

<<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Nanterre, France.
�Mehrez, G. (2005),“The Mexican Informal Sector and its Implications,”IMF Country Report
No. 05/428, Washington DC : IMF.
�Ménard C. and Marais, B. du (2006),“Can We Rank Legal System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Efficiency?”in P. Nobel, New Frontiers of Law and Economics, Saint Gallen Schulthess.
�Micco A. and Pages, C. (2004), Employment Protection and Gross Job Flows: A Differences-

in-Differences Approach, IADB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no. 508.
�Mugo, W. R. (2005), Do Aid Donors Reward Institutional Reforms? A Panel Study On Aid-

receiving Countries. Arlington : University of Texas.
�Oviedo A.M. (2004), The Burden of Regulation on Young Firms: A Cross-Country Evaluation,
University of Maryland.
�Oviedo, A.M. et al. (2005), Regulation and Microeconomic Dynamics: A comparative

assessment for Latin America, Washington DC : World Bank.
�Oviedo A.M. (2006), Regulation, Institutions and Productivity Growth,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Maryland.
�Palmer, R. et al. (2007), Educating Out of Poverty, A Synthesis Report on Ghana, India, Kenya,

Rwanda, Tanzania and South Africa, Centre of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Edinburgh/ DFID.
�Pierre G. and Stefano Scarpetta (2004),“Employment Regulations through the Eyes of
Employers: Do They Matter and How Do Firms Respond to Them?”IZA Discussion paper
No. 1424, Bonn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Pissarides, C. (2001),“Employment protection,”Labour Economics 8, pp.131-59.
�Poschke, M. (2007),“Employment Protection, Firm Selection, and Growth,”IZA Discussion
Paper No. 3164.
�Rodrik, D. (2005),“Why We Learn Nothing From Regressing Economic Growth on Policies,”
mimeo.
�Schiantarelli, F. (2005),“Product Market Regul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A
Review of Cross Country Evidence,”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770.

>>

_47

�Siems, M. (2007),“The End of Comparative Law,”Centre for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Paper No. 340.
�United Nations (2004), Unleashing Entrepreneurship: Making businesses work for the poor, UN
Commission on the Private Sector & Development.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and the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2008),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Bonn : German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SAID/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07), Viet Nam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Measuring economic governanc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VCCI:
Hanoi.
�Van Stel, A. et al. (2006), The Effect of Business Regulations on Nascent and Young Business

Entrepreneurship, ERS-2006-052-ORG Erasmus Research Institute of Management (ERIM):
Rotterdam.
�Villalba, C. (2006), The World Bank Insists on the Liberalization of Economies, Revista del Sur,
translated into English by IFIs Latin American Monitor.
�World Bank (2007), The Middle-East and North Africa region,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s: Job creation in an era of High Growth, Washington DC : World Bank.
(2008), Doing Business 2008, Washington DC : World Bank.

�

48_

<<

In Depth Analysis

이슈별 심층분석

네덜란드의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호 :
직업장애보험을 중심으로
Monique Aerts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휴고신츠하이머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네덜란드에서는 직업장애보험이 직업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통합해서 구별하지 않는다.
2004년 8월까지 자영업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능력 부재(incapacity for work)
의 위험에 대비하여 공적보험에 단체로 가입되어 있었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영업자
장애보험법(WAZ)하에서 임신 지원과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04년 8월 민간 보험시장
이 이러한 위험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WAZ는 폐지되었다. 자영업자들도 보험료가
보험 혜택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폐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WAZ가 폐지된 후, 민간
장애보험을 신청한 많은 자영업자들의 보험가입 신청이 보험회사에 의해 거부되었고, 현재 자영
업자 중 45%만이 민간 시장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것이
문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8년 6월4일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임신 지원, 유급출
산휴가 제도가 재도입되었고 자영업자들의 직업장애보험 관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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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이슈별 심층분석

■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이루어진다.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장애, 노동능력 부재, 실직, 고령, 불운 등의 이유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소득 부족의 상황에서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Noordam, 2004). 유럽에서도 사
회보장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지만 이러한 제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근로자를 자영
업자보다 더 잘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은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집단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반면 자
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은 사회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 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자들
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한다(Schmid & Schömann, 2004). 하지
만, 실제로, 네덜란드의 자영업자들은 그 보호 수준이 근로자들과 비교해서 낮고 과거에 비해서 줄
어들기는 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른 모든 네덜란드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
영업자들은 노령연금을 제공하는 노령연금법(AOW), 생존 가족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유족연금법
(ANW),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용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법(AKW) 등과 같은 거주지
에 토대를 둔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또한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인 건강보험법
(Zvw)하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예
외적인 의료 비용의 위험에 대비하여 모든 네덜란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특별의료보험법
(AWBZ)하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는 근로사회지원법(WWB)하에서 대출을 받거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WWB하에서 급여 신청은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
다. 2004년 8월까지 자영업자들은 노동능력 부재의 위험에 대비하여 공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되어 있었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영업자장애보험법(WAZ)하에서 임신 지원과 유급출
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유일한 고용관련 사회보험은 실업급
여법(WW)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실업에 대한 위험은 민간 시장에서조차도 보험 적용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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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WAZ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WAZ는 최근에 폐지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폐지 후 자영업자의 위험과 사회보장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임신 지원 및 유급휴가는 2008년 6월4일 재
도입되었지만 자영업자의 직업장애위험 관련 문제의 처리는 여전히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 노동능력 부재의 위험에 대비한 공적보험
과거에 네덜란드의 자영업자들은 (장기적인) 노동능력 부재의 위험에 대비하여 공적 보험에 의
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질병, 사고, 허약의 결과로 동일 수준의 교육과 동등한 기술을 지닌 건
강한 노동자가 유사한 직업을 가지고 벌 수 있는 임금을 더 이상 보장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완전한
혹은 부분적 노동능력 부재 상태로 간주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노동능력 부재의 원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리 골절상이 직장에서 일어났는지 스키 여행에서 일어났는지의 구별을 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직업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 사이에 구별이 없다. 이러한 구별이 없는 관계
로 산업재해법(Industrial Accidents Act)은 1967년 종합직업장애법(AAW)에 통합되었다.
자영업자들은 1976년 10월1일부터 2004년 8월1일까지는 AAW에 토대를 두고, 1998년 1월1일
에서 2004년 8월1일까지는 WAZ를 근거로 하여 (장기적인) 노동능력 부재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
에 가입되어 있었다. 1998년 1월 AAW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WAZ, (근로자) 직업장애보험법
(WAO), 장애청년 직업장애지원법(Wajong) 등 3개의 다른 보험으로 대체되었다.
WAZ 뿐 아니라 AAW는 의무적 사회보험이었다. AAW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네덜란드 거
주자들에게 적용되었다. WAZ는 자영업자 그룹, 프리랜서 그룹, CEO나 가사노동자와 같이 고용보
험제도에서 제외된 근로자 그룹, 편집자나 소규모 하청업자와 같이 고용보험제도에서 제외된 근
로자 그룹 등 몇몇 그룹의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노동능력 부
재의 위험이 낮은 자영업자조차도 여러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
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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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Z : 보험료, 혜택, 수혜자
대략 100만 명의 사람들이 WAZ 제도하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자영업자나 기업
가들이었다. WAZ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되었다. 연(�) 13,160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
람들이 WAZ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에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소
득기준 13,160유로에 미달되어 WAZ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었다. 즉, 기준 소득 미만의 그룹에게
WAZ는 무료 보험이었다. 자영업자 중 연 38,118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18%가 WAZ 에 최대
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급되는 보험급여보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많아서, Lagerveld et al.(2004)에 따르면 2004년 1월1일 기준 WAZ는 10억 유로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연간 57,000 명이 WAZ 하에 급여 지원을 받았다. WAZ 수급 대상의 총 수는 몇 년 간 변함이 없
었고 그 숫자는 급속도로 감소했다. 2002년 WAZ 수혜자의 2/3가 5년 이상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해당 수급자들이 1998년 이전인 AAW 하에서도 수혜대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수혜
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니었고 노동능력 부재 판정 시점에는 학생이나 근로자였다. 아마도 이들을
고용했던 사용자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했고 어느 경우에는 사용자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들은 WAZ 제도하에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매년 약 7,000명의 자영업
자들이 WAZ 급여를 신청했고, 또한 약 7,000명이 WAZ 급여 혜택을 중단했다. 혜택을 중단한 그
룹은 임신 지원과 유급출산휴가 지원 때문에 WAZ 혜택을 받았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
부분이었다.
WAZ 급여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사회보장급여 최고 수준까지만 보장되었다. 2008년 최저
임금은 세전 월 1,317유로이다. 하지만, WAZ 급여는 단계적으로 계산이 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의 21%에서 70% 수준에 해당되었다. 만약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
다면 WAZ 급여는 해당 소득의 70%였다. 만약, 나이가 많고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영
업자가 WAZ제도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다면, 노령부분장애 실업자영자를 위한 소득지원법
(IOAZ)하에서 급여를 신청하여 소득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 지원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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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Z 급여는 사회보장 수준인 최저임금의 70%까지 보장되었다.
WAZ는 52주(즉, 질병의 첫 해 기간)라는 피보험단위기간(qualifying period)을 요구했다. 이 단위
기간이 지난 후에 WAZ는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자영업자에게 제공했다. 임신 지원
과 유급출산휴가의 경우, WAZ 보험은 최저 16주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했다. 52주의 피보
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자영업자가 질병을 앓게 된 첫 해 동안에는 노동능력부재의 위험에 대비
하여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자영업자가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민간 보험시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했다. 만약 자영업자가 WAZ 외에 추
가적 보험을 원한다면, 그 역시 민간 보험시장에서 해결해야 했다. 자영업자 중 약 50%가 첫 해의
노동능력 부재 위험에 대비하여 민간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또한 민간보
험회사로부터 추가적 보험을 구입했다.

■ WAZ의 폐지
2004년 8월1일 WAZ는 폐지되었고 2004년 1월 이후에는 WAZ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가 중단
되었고 2004년 8월1일 이후 WAZ를 통한 보험급여 지급이 중단되었다(피보험단위기간이 52주 이
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2005년 8월 1일). 폐지 이전에 WAZ 시스템하에서 이미 급여를 받은 사
람들은 계속해서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WAZ가 폐지되면서 신규 수혜자를 위한 IOAZ와 자영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임신 지원 유급출산휴가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당시 WAZ 폐지
결정에 대해 노조와 자영업자 이해관계 그룹들 역시 폐지 결정을 지지했다. WAZ의 보험료는 1년
의 피보험단위기간 후에 최저임금의 70%의 급여 지급이라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Aerts & Grünell, 2007).
Noordam(2004)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가 WAZ를 폐지한 주된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민간 보
험회사를 통해서 직업장애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고 또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이미 민간 보험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장애보험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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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기보다는 자영업자들 자신들의 개인적 문제라고 여겨졌다(Lagerveld et al., 2004). 입법가들
은 또한 자영업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질병 또는 직업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부재 기간의 조
정이 더 용이하다고 가정했다. 어떤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러한 위험이 나타났을 때
보험급여를 요청하는데, 민간 보험시장이 보험료 차등화, 예외, 피보험단위기간 등과 같은 여러 수
단을 통해 이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Aerts, 2007).

■ 대체 보험
WAZ 폐지 이후 민간 직업장애보험을 신청한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보험 신청을 거부당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소위“불타는 집(위험 요소가 큰 대상)”
에 대해 보험을 들어 줄 의무가 없고 따
라서 보험회사들은 나이 또는 병력을 토대로 해서 가입자를 가려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Aerts,
2005). 만약 보험회사가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더 길게 요구한다거나 보험료를 올린다거나, 심지어 특정 질환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도 한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나이가 많은 자영업자와 병력이 있는 자영업자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보험협회와 함께 직업장애위험에 대한 대체 보험을
만들었다. 이 대체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며 자영업자 중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
었다. 보험회사가 나이나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자영업자들과 재검사 후 노동가능 상
태로 판정이 난 WAZ 수혜자 중 WAZ 혜택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민간 보험을 신청한 사람들이 해
당되었다. 이전에 WAZ 수혜자 그룹에 속했으며 민간 직업장애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이 대체 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다. 어떤 병력이나 나이 제한도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단지 몇
백 명의 자영업자만이 이 대체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필자가 인터뷰한 일부 자영업자는 이 대체 보험이 104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요구하고 완전한
노동능력 부재 상태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 혜택과 비교하여 WAZ 보험료 보다 더 높은 연
2,000에서 2,500유로에 이르는 보험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가짜 보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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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협회는 이 대체 보험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52주로 단축하고 부분적 노동
능력부재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불하며 병력이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일시적으로 가입 문호를 개방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WAO의 자발적 지속
이전에 근로자로 일을 했던 자영업자는 원한다면 질병의 위험에 대비해서 고용자보험제도(ZW)
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직업장애보험(WAO)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ZW와 WAO 보험 가입 3년 이상이라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3년 이상은 근로자 상태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전환한 후 13주 이내에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
한 가능성의 모호함 때문에 자영업자 중에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많
지 않다.

■ 임신 지원과 유급출산휴가제도의 재도입
WAZ의 폐지가 의회의 조사를 거치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임
신 지원과 유급출산휴가제도의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임신은 단순히 보험이라는 전통적인 수
단을 통해서 대비해야 하는 단순한‘위험’
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WAZ가 실행되기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에게 관련 보험을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보험회사를 찾
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평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조치를
폐지하는 것은 또한 평등의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후진적인 조
치가 국제법과 EU법에서 허용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Westerv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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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ünell, 2006).
2007년 8월 네덜란드 정부는 자영업 종사 여성들을 위한 임신 지원과 유급출산 휴가 제도를 재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 6월 4일 이 제도의 재도입을 사실상 확정하였다. 수혜 여
성들은 최소 16주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주어질 것이다. 급여는 소득에 따라 최대 법정 최저임금인
세전 월 1,317유로까지 지급되고, 공공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될 것이다. 연간 대략 5,000명의 자영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WAZ 관련 최근 논쟁
WAZ와 같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근거는 시장이 정부보다 위험에 대한
대비를 더 잘해 줄 수 있다면 정부는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이 건전한 보
험 옵션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부가 사회보험의 영역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자영업자들은 민간 보험회사에 대한 몇 가지 불만을 토로했으며 질병으로 인
한 소득상실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입법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자
유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 결과 2007년에 자영업자 중 단지
45%만이 민간 직업장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미가입 사유는 높은 보험료, 여러 예외조항, 보험할
증료,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있었다. 필자가 인터뷰한 몇몇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는 경우에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급여는 소득과 연결되어
있고 낮은 급여 혜택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다(Aerts,
2007).
자영업자 중 45%만이 직업장애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네덜란드 정부뿐 아니라 자영업자 노
조와 기타 자영업자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현재,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의무적 공적보험은 불가능하며 보험협회가 제
안한 대체 보험의 수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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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수 있는 병력 및 나이 제한이 없는 최소 수준의 민간 보험 또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직업장애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로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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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0015 : 미국 교육훈련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품질 보증 표준화 동향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박윤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인적자원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혁신, 지적 재산, 지적 자본 등이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적자원의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변화하
는 시장 상황과 기업내 업무 활동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의 직무능
력에 재투자하고 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 내 근로자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질 높은 교육훈련의 실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질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교육훈련 부문에서의 품질보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품질보증은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생산 과정의 질 관리 차원에서 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0015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1999년
12월에 발표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을 위한 국제표준으로서 공식적으로는‘ISO 10015:1999 질
관리-교육훈련을 위한 기준’
으로 표기된다. ISO 10015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프로그램 질적 수
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전반의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ISO
10015는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2000의 성공에 가려져 왔으나, 교육훈련의 유효성 측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Yiu & Saner, 2005). 그리고 ISO
10015를 통해 기업은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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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 표준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10015의 교육훈련 절차 및 세부 단계를 재해석하여 미국 기업의 교육훈련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교육훈련 품질 향상 및 보증 시스템으로서 미
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ISO 10015의 특징과 교육훈련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SO 10015의 특징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현
명한 전략과 치밀한 관리가 수반되지 않고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자동적으로 조직의 성과 증
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효과 및 투자의 질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떠한 질 관리 수단이 조직의 교육훈련에 대한 유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 전반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둔 ISO 10015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간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여 왔다. 일례로서 ISO
9000:2000 시리즈,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EFQM) 모델, 총체적 품질관리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모델 가운데 조직의 성과 목표와 교육훈련 활동의 상호작용에 주안점을 두고 질 높은 교육훈련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없었다(Yiu & Saner, 2005).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ISO 10015가 다
른 질 관리 해결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ISO 10015는 조직의 성과 또는 수행 증진을 목적으로 질 높은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
선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활용하는 교육훈련의 품질보증 표준화 과정이다. 즉, ISO 10015는 근
로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
는 절차이다. 그리고 ISO 10015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교육훈련이 직접적으
로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제고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ISO 10015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교육훈련의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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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과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며, 두 번째 특징은 조직 성과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 절차의 질 관리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ISO 10015의 첫 번째 특징은 조직의 성과 또는 수행의 갭을 확인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투자를
조직의 성과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즉, 교육훈련 실시의 합당한 근거는 조직의 성과 또는 수행
분석(performance analysis)에서 시작된다(그림 1 참조). 조직의 수행 분석을 통해 조직 내 인력의
업무 성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직은 다시 그 이유에 대해 되물어야 한다. 근로자
들이 보상 문제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아니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근로
자들의 직무능력이 현재 직무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의 직무능력 수준의 차이 때문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사항과 관련된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이 조직 성과의 저해 요인으로 파악된다면
교육훈련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림 1] ISO 10015의 교육훈련 절차 : 1. 성과 문제를 분석한다.

조직의 갭 - 왜?

원재료에 문제가
있는가?

부적합한
구조?

기자재에 문제가
있는가?

비효율적인
리더십?

자동화를 통한
해결책?

인적자원의 업무성과가
문제인가?

인력을 잘못
채용하였는가?

인적자원의 업무성과가
문제인가?

새로운 인력 채용을
통한 해결책?

생산품에 문제가
있는가?

보상이
부적절한가?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한 해결책?

불충한 재정이
문제인가?

모티베이션은
어떠한가?

다른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책?

1. 성과문제를 분석한다.

�출처 :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2006). ISO 10015 : Standard for the Quality
of Training, The Ohio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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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0015는 안정적인 교육훈련 투자 결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므로 조직의 경영진
은 교육훈련을 조직의 성과와 연결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 증진을 위한 전략적 견인차로서 활
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훈련의 유효성은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이를 통해 개인이 조직의 성과
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ISO 10015의 두 번째 특징은 조직의 성과 또는 수행의 갭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
되고 있는지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확인함으로써 질 관리를 보증한다는 점이다(Wang, 2006). 즉,
ISO 10015를 통해 조직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조직의 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 시행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교육훈련 담당자들
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따르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SO 10015는 교육
훈련 담당자 및 경영진들이 최선을 다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교육훈련 설계 단계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ISO 10015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의 결과 및 효과
증진을 위하여 ISO 10015의 교육훈련 절차가 교육학적이고 조직의 학습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Yiu & Saner, 2005).

■ ISO 10015의 교육훈련 절차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시한 10015의 교육훈련 절차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4단계
절차는 ① 교육훈련 요구 정의하기, ② 교육훈련 설계 및 계획하기, ③ 교육훈련 실시하기, ④ 교육
훈련 성과 평가하기로 이루어져 있다(West, 2006). 그러나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육 및 훈
련 연구소(CETE: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에서는 ISO의 4단계 교육훈
련 절차를 재해석하여 총 6단계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즉, ISO 10015 절차는 ① 성과 또는 수행
문제 분석하기, ② 교육훈련 요구 정의하기, ③ 교육훈련 설계 및 계획하기, ④ 교육훈련 실시하기,
⑤ 교육훈련 성과 평가하기, ⑥ 교육훈련 모니터 및 개선하기로 구성된다 (그림 2 참조).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시한 교육훈련 절차와 미국의 CETE 연구소가 재해석한 절차의
차이는 바로 교육훈련 시행의 출발점과 마지막 단계에 있다. 미국의 CETE 연구소에서는 교육훈

>>

_61

[그림 2] 미국 CETE 연구소가 제시한 ISO 10015의 6단계 교육훈련 절차

1. 성과 또는 수행문제
분석하기

2. 교육훈련 요구 정리하기

5. 교육훈련 성과 평가하기

6. 교육훈련 모니터 /
교육훈련 개선하기

3. 교육훈련 설계 및 계획하기

4. 교육훈련 실시하기

�자료 :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2006). ISO 10015: Standard for the Quality
of Training, The Ohio State University.

련이 조직의 성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시작으로
하여 교육훈련 실시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을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개선이 조직 내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교육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추가 설정하였다.
교육훈련의 질 관리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ISO 10015는 각 단계에서 운영상의 필요조건을 명
확히 할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한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의
<표 1>에서는 교육훈련 절차의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ISO 10015의 교육훈련은 먼저 조직의 성과 문제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직 운영 상황에서 잠
재적인 문제 및 전략적 방향이나 전환 차원에서 현재의 성과 문제를 분석한 후, 조직 성과 저하의
원인이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저하에 있고, 이를 교육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
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
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일지라도 기술의 변화 및 직무요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변
화된 지식과 기능 측면에서 초심자나 신참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근로자 직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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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
과 근로자가 보유한 직무능력의 갭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ang, 2006). 이와 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직무 요구에 맞추어 적절하게 유지시키고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조직의 성과 문제 분석에 이어 다음 단계에서는 교육훈련의 요구 파악이 실시되는데, 이 과정은
근로자 직무능력의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간의 갭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파악된 업무
성과의 갭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가 확인된 후에는 교육훈련의 설계
가 이루어진다. 교육훈련 설계 단계에서는 업무 분석에 기초하여 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
육훈련생의 특성 파악,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 확인, 교육훈련 내용 제
시의 최선의 원리∙전략∙방법∙매체 선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한 경우 개발된 프로
그램의 필드 테스트가 실시된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계획 단계에서는 교육훈련 기관 또는 제공자
의 역할 및 기대를 확인하고, 강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훈련 장소 및 필요한 자원 확인
등 보다 세부적으로 교육훈련을 준비한다.
ISO 10015의 진정한 교육훈련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교육훈련 계획 과
정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훈련 담당자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 왔으므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교육훈련 설계 및 계획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훈련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경영진의 관심과 몰입을 얻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ISO
10015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경영진이 ISO 10015의 원리 및 투자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Wang, 2006).
교육훈련 설계 및 계획 단계에 기초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교육훈련
의 일정,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자원 등 사전 준비를 하고, 교육훈련 실시를 모니터하며, 교육훈
련 사후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 교육훈련의 유효성 차원에서 교육훈련의 시행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
생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현 업무에서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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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CETE 연구소가 제시한 ISO 10015 교육훈련 절차
1. 성과 문제 분석하기
a. 조직의 전략적 이슈 및 우선순위를 설정 또는 검토한다.

d. 성과의 갭을 초래하는 원인을 파악한다.

b. 조직 운영 상황에서 잠재적인 문제와 전략적 방향이나

e. 성과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다.

전환 차원에서 현재의 성과 문제를 분석한다.
c. 잠재적 문제상황, 전략적 방향 또는 전환의 바람직한 성
과를 정의한다.

f. 조직의 전략적 이슈 및 우선순위, 성과의 갭, 갭의 원인,
성과의 갭을 줄이는데 요구되는 해결책의 유형을 포함한
성과 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2. 교육훈련 요구 정의하기
a. 업무에서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을 선발한다.
b. 파악된 업무 성과의 갭을 최소화하는데 요구되는 업무
의 분석을 실시한다.
c.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
로자 직무능력의 바람직한 수준을 설정한다.
d.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의 근로자 직무능력 수준
을 분석한다.

e. 근로자 직무능력의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간의 차
이를 확인한다.
f. 전략적 계획과 질(quality) 목적에 기초하여 기대되는 근
로자 직무능력 요구를 확인한다.
g. 근로자의 업무 분석, 근로자 직무능력에서 현재 및 바람
직한 수준의 갭을 기술한 교육훈련 요구 보고서를 준비
한다.

3. 교육훈련 설계 및 계획하기설계
a. 업무 분석에 기초하여 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한다.
b. 교육훈련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교육훈련생의 특성
을 파악한다.
c. 교육훈련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제약조건을
파악한다.
d. 교육훈련의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최선의 원리를 찾아

필요한 기타 자료 등
g.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필드 테스트 실시하
기계획
h. 교육훈련 기관(제공자), 역할 및 기대를 확인한다.
i.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
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j. 교육훈련 계획 준비하기: 이해관계자로부터 교육훈련에

낸다.
e. 교육훈련 전략, 교육훈련 방법 및 매체를 선정한다.

대한 승인받기, 일정, 순서, 교육훈련 장소 및 필요한 자

f.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기: 강사 교재, 교육훈련생 교

원 확인 등

재, 성과 가이드, 성과 테스트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4. 교육훈련 실시하기
a.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 일정,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
련 자원 등 사전준비를 실시한다.
b. 교육훈련의 실시를 모니터한다.

업무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적 지

c. 교육훈련 사후 지원을 완료한다. 즉, 교육훈련생과 강사

원을 제공한다.

로부터 교육훈련에 대한 피드백을 수합하고, 교육훈련
생 참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며, 교육훈련에 대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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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게 보고한다.
d. 교육훈련생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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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교육훈련 사전 지원 활동, 교육훈련 실시, 사후 지원 활
동 및 교육훈련의 전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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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훈련 성과 평가하기
a. 교육훈련생의 지식 또는 스킬 습득 정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 등 교육훈련의 즉각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b. 업무성과의 증진, 재정적 이익, 업무 현장에서 교육훈련
학습의 활용 등 교육훈련이 조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c. 이해관계자 만족도, 근로자 모티베이션, 조직풍토 및 조

직문화, 업무 생활의 질 등 교육훈련의 부가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d. 교육훈련의 실제 실행과 계획의 정도를 평가한다.
e. 교육훈련의 영향과 실행을 정리한 평가 보고서를 준비
한다.

6. 교육훈련 모니터 및 개선하기
a. 교육훈련의 절차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한다.
b. 교육훈련 절차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서 이루어진 가
정과 결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c. 교육훈련생의 성과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한다.
d. 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한다.
e. 교육훈련 절차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제도화
한다.

f. 조직의 전략적 이슈 및 우선순위와 교육훈련의 절차간
의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도화한다.
g. 교육훈련과 사업 기능간의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
안을 제도화한다.
h.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훈련 절차 및 조직과의 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록한다.
i. 교육훈련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과를 기록한다.

자료 : Jacobs and Wang(2007). A proposed interpretation of the ISO 10015 and implications for HRD theory and
research, pp. 852-853.

을 투자한 교육훈련 내용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실시 과정에
서는 교육훈련의 시행뿐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가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급자 및 동료의 우호적인 지원과 적절한 물리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에는 교육훈련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훈련생의
지식 또는 스킬 습득 정도와 교육훈련의 만족도 등 교육훈련의 즉각적인 영향뿐 아니라 업무성과
의 증진, 재정적 이익, 업무 현장에서 교육훈련 학습의 활용 등 교육훈련이 조직에 미친 영향을 평
가하고,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 만족도, 근로자 모티베이션, 조직풍토 및 조직문화, 업무 생활의 질
등 교육훈련의 부가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교육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육훈련생의 성과 및 조직의 성과를 기록하고 모니터하며, 이러한 교육훈련 절차와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개선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조직의 전략적 이슈 및 우선순위와
교육훈련 절차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과 교육훈련 및 사업 기능 간의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
안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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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조직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직은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교육
훈련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투자가 조직의 성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
로 교육훈련 투자가 성과 및 유효성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SO 10015는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교육훈련 절차를 쉽고 논리적으로 수행하
는 데 도움을 준다. ISO 10015는 교육훈련 절차의 체계적이고 명료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경영진
과 교육훈련 관리자가 단지 비용을 통제하기보다는 교육훈련 투자의 본질에 좀더 집중을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품질관리를 위한 다른 접근 방법과는 달리, ISO 10015를
활용함으로써 조직은 교육훈련의 실시 목적 및 평가를 조직의 성과와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인적자
원의 직무능력에 미친 조직의 투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직에서는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ISO 10015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ISO 10015의 교
육훈련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조직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교육훈련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
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ISO 10015의 활용을 통해 조직은 교육훈련의 수행 절차가 효
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개별 근로자들에게는 직무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성과 증진을 통한 조직
의 성공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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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쟁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독일 내 저임금고용(Niedriglohnbeschäftigung)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
다. 저임금고용은 소위‘고용 속의 빈곤(Armut trotz Arbeit)’
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
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최저생계보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일컫는다.1) 이러한 저임금고용의 증대는 국가 차원의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 6월 독일 대연정 정부는 강행근로조건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의 적용 확대 및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의 개정에 합의
하여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독일 내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최저임금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본고는 독일의 최저 임금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이에 대한 학계 내의 다양한 찬반 의
견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독일 내 저임금고용 근로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6년에는
약 660만 명의 근로자들 혹은 전체 근로자의 약 22.6%가 저임금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pinck/Schulten, Aktuelle Mindestlohndebatte : Branchenlösung oder gesetzlicher Mindestlohn?, WSI
Mitteilungen, 3/2008, p. 151. 독일의 저임금고용의 실태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김기선,“독일의 저임
금고용,”
『국제노동브리프』
, 2008년 7월호, pp.75~8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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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최저임금법안
2007년 6월 독일 대연정 정부는 수 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최저임금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최소
한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2008년 1월 초에 숄츠(Scholz) 노동사회부 장관은 강행근로조건법의 확
대 적용과 최저근로조건법의 개정을 위한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최저임금제 도입
을 위한 각종 제반 규정들이 이미 의회의 의결을 통과한 상태이다.2)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내에 속한 근로자들을 최소 50%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강행근로조건법의
수용을 통한 최저임금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와는 반대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50% 이하인 소
규모 업종에 대해서는 1952년에 제정된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의 개정
을 통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강행근로조건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은 특정 산업분야의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그 사용자가 독일 혹은 외국에 소재하는지 또는 근로자가 독일인인지 아닌
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시키기 위한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여 왔다.3) 그동안 강행근로조건법은 건설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
으로 적용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건물청소업(2007년 7월)과 우편서비스업(2008년 1월)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강행근로조건법의 수용으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선언을 통해
업종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종은 모두 7개 업종이며, 산업 섬유서
비스업 및 근로자파견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최저임금을 체결하였지만 아직 강행근로조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부록 1 참조).
숄츠 장관은 강행근로조건법의 적용확대에 관한 의견으로 강행근로조건법이 유럽 내 노동시장
의 사회보호적 측면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최근 조합원 감소로 인해 노조조직률이 약화
2)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Koalition einigt sich: Kabinett beschlie�t Mindestlohn-Gesetze, 16. 07.
2008.
3) BMAS, Regierungsentwurf-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16. 07.
2008. 독일의 단체협약을 통한 최저임금보호 시스템 및 강행근로조건법의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김기선,“독일 내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 2008년 1월호, pp.57~66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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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금협상의 최저 기준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 없거나 혹은 단체협약 적용범위가 50% 이하로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는 1952년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실제적인 적용이 무의미했던 최저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업종의 근로자들을 위한(최저임금을 포함한) 적정수준의 근로조건의 보장이 가능해지게 되었다.4)
최저근로기준법에 따라 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Hauptausschuss)가 설치되어 독일
내 어떤 산업에 혹은 어떤 지역에 최저근로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결정
하게 된다. 최저근로조건의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문위원
회(Fachausschuss)에서 담당하게 된다.

■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현재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둘러싸고 학계 내의 논쟁이 치열하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단락에서는 경제학을 비
롯한 각종 학계 내에서 일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독일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가(Sozialstaat)의
역할을 그 전제 논리로 삼고 있다. 즉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차
원의 기초적인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이라는 사회복지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 가

4) BMAS, Regierungsentwurf-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Festsetzung von
Mindestarbeitsbedingungen, 16.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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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바로 최저임금제라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에서 외국인 및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임금차별)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독일의 이민장려정책을 신뢰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수요자인 사용자들이 저임금고용을 통해 근로자
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소위 임금덤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제는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고용 속의 빈곤(Armut trotz Arbeit)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최소 수준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실업자들이 1차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를 찾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실업률의 감소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증가에 따른 정
부부문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최저임금제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 중에서 찬성론자들이 강조하는 핵심적
인 정책 목표는 바로 최저생계 수준 보장과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적정 수준의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의 주장
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사회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약 4.50
유로 이상에서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최저생계 기준 보장을 위해 현재 실업
급여 II 등의 사회급여를 통해 지급되는 월 약 660유로의 액수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즉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은 독일 내 구직자들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어 온 포괄적인 콤비론(Kombilohn)6)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
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콤비론은 정부의 임금보조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조금 지급
을 통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사회보장 수준 이하의 낮은 임금 수준에서도 일할 수 있

5) Rürup, Für einen moderaten allgemeinen Mindestlohn, ifo Schnelldienst, 6/2008, S. 5.
6) http://www.mindestlohn.de/lexikon/kombil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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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콤비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들이 창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낮은 기대임금 수준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
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정부의 임금보조금 정책이나 사회보장급
여 지급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근로소득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이동 및 거
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외국인 및 이민 근로자들의 고용이 증대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들의 임금덤핑(Lohndumping)을 통한 노동력 착취의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7)

최저임금제 반대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정적 효과는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
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임금은 근로자들의 소득원임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비용 요
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게 되면 해당 기업들에
게 비용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업들은 최저임금제에 따른 노동비용 상
승으로 인해 구조조정이나 기업합리화 정책 등을 통해서 노동수요를 기계설비로 대체하거나 혹은
사업장을 임금비용이 저렴한 외국으로 이전시킬 유인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8) 더욱이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이 현행 계획대로 7.50유로로 설정되는 경우 - 현재 동독 지역 1/4의 근로자들과 서
독지역 1/1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 이러한 임금인
상은 기업들에게 노동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게 되어 새로운 실업을 양
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001년에 약 420만 명의 근로자들이 7.50유로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9) ifo 연구소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0유로로 설정되게 되면 약 110만 명 가량이 추가적으로 실업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7) Franz/Weder di Mauro/Wiegard, Hände weg von Mindestlöhnen, ifo Schnelldienst, 6/2008, S. 9.
8) Siebert, Der Mindestlohn setzt Anreize fürmehr Arbeitslose, ifo Schnelldienst, 6/2008, S. 19; Schmidt,
Arbeitsmarktreform und Mindestl?hne: Eine Schritt vor, zwei Schritt zurück, ifo Schnelldienst, 6/2008,
S. 22.
9) 현재 단체협약에 의한 시간당 임금이 7.50유로보다 낮은 업종들의 현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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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독 지역의 경우 약 80만 명 그리고 동독 지역의 경우 약 30만 명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추산
되었다.10)
둘째,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특히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들이나 청년층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핸디캡이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아웃사이더로 전락하게 되어 실업자가 될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11) 이렇듯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는 이에 따른 실업급
여 지출의 증가로 연결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
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개인의 최저생계보장은 실업급여 등
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 정책들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II와 같은 사회급
여들이 저소득 근로자들이나 구직자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부
작용이 예상되는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12)
넷째,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제는 노사간의 협약자치(Tarifautonomie)에 의한 자발적인 임금 설정
과정을 침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서비스업의 최저임금제 시행의
예13)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업종의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단지 노사간의 협약자치를 보충하고 지원하는 역할만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
10) Ragnitz/Thum, Beschäftigungswirkungen von Mindestlöhne-eine Erläuterung zu den
Berechnungen des ifo Instituts, ifo Schnelldienst 1/2008, pp. 16-20; Ragnitz/Thum, Zur
Einführung von Mindestlöhnen: Empirische Relevanz des Niedriglohnsektors, ifo Schnelldienst
10/2007, pp. 33-35; Sinn, Von einem Mindestlohn, den man nicht bekommt, kann man nicht
leben: Ein Plädoyer für den besseren Sozialstaat, ifo Schnelldienst 6/2008, p. 57.
11) Mueller, Lohndumping und Mindestlöhne, ifo Schnelldienst, 6/2008, p. 24.
12) Gemeinsamer Aufruf der Präsidenten und Direktoren der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 vom 12.
März 2008, ifo Schnelldienst 6/2008, S. 3.
13)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우편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은 독일 우체국공사의 경우 9.80유로(서독지역)
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우편서비스업 경쟁업체
들에게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베를린 행정법원에
서 위법으로 판결되었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Wettbewerber siegen vor Gericht:
Mindestlohn für Briefträger ist rechtswidrig, 08. 03. 2008 참조.
14) Schroeder, Gewerkschaften mögen keine staatlichen Mindestlöhne, WSI Mitteilungen, 4/2008, S.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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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미치게 될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정부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 전체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직무능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국가 차원의 일괄적인 최저임금 설정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생산성이나 직무능
력의 상이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전일근로자의 1.4%, 미국의 경우 1.3%,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 2.2% 정도로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독일과 법제도가 유
사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일근로자의 16.8%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프랑스의 경험 사례와 연구 결과 등에 의하면,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
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그룹처럼 저숙련 근로자들의 고
용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그룹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
이 프랑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
조하였다.15)
마지막으로 반대론자들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임금고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
저임금제보다는 교육기회의 개선이나 콤비론과 같은 능동적인 임금보조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
라고 주장한다.16) 교육기회의 개선을 통해 직업능력이 향상될수록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증가
할 것이며, 이는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에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보다는
직업교육 기회를 개선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7) 그 다음으로는 저임금고용 근로자들
15) Schmidt, Arbeitsmarktreform und Mindestlöhne: Eine Schritt vor, zwei Schritt zurück, ifo
Schnelldienst, 6/2008, S. 22.
16) Schmidt, Arbeitsmarktreform und Mindestlöhne: Eine Schritt vor, zwei Schritt zurück, ifo
Schnelldienst, 6/2008, S. 23.
17) 최저임금제에 따른 예상가능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효과는 바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저임금
제의 도입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교육에 투자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고숙련 근로자들의 교
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Lechthaler/Snower, Mindestlöhne und Humankapital, ifo
Schnelldienst, 6/2008, 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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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험급여 지급이나 콤비론과 같은 임금보조정책을 확대시키
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의 임금보조정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정
부의 임금보조정책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스스로 교육에 투자할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만약 국가가 저숙련에 따른 임금상실분을 임금보조정책을 통해 완전히 보상할 수 있게 되면,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력이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적어질 것이다. 또
한 임금보조정책 같은 다양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일자리에 대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 없이도 적정 이윤추구가
가능한 사용자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론자들은 최저임금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보다는 교육기회의 개선이나 임금보조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작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맺음말
독일 대연정 정부는 강행근로조건법의 적용 확대와 최저근로조건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에 의
한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들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대
한 학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반대론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부정
적 효과, 즉 고용률 감소로 인한 실업증가나 고용기회 불평등의 심화 등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저
임금고용의 감소와 적정 소득수준 보장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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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강행근로조건법에 의한 단체협약상의 최저임금 현황
적용되는 단체협약

직무

(단위 : 시간당 임금 /

시행 연월
2007. 09 부터

건물철거업 (9,700명)
단순보조인력

9.79

전문숙련인력

11.96

단순보조인력

9.10

전문숙련인력

10.16

서독지역

동독지역
2007. 09 부터

2008. 09 부터

노무자

10.40

10.70

전문노무자

12.50

12.85(베를린 : 12.70)

노무자

9.00

전문노무자

9.80

건설업 (438,300명)
서독지역 (베를린 포함)

동독지역
2008. 01 부터

우편서비스업 (140,000명)

2010. 01 부터

우편배달원

9.80

기타 업무자

8.40

우편배달원

9.00

9.80

기타 업무자

8.00

8.40

2008. 01 부터

2009. 01 부터

10.20

10.40

2008. 01 부터

2009. 01 부터

2010. 01 부터

서독지역

9.40

9.55

9.60

동독지역 (베를린 포함)

7.90

8.05

8.20

건물청소업 (321,200명)

2007. 07 부터

2008. 03 부터

서독지역 (베를린 포함)

7.87

8.15

동독지역

6.36

6.58

서독지역 (베를린 포함)

동독지역
지붕기술업 (58,600명)
서독 및 동독지역
전기기술업 (278,000명)

도색/도장업 (109,000명)

2008. 04 부터
비숙련근로자

8.05

장인기능공

11.05

비숙련근로자

7.50

장인기능공

9.65

서독지역

동독지역
최저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강행근로조건법 미적용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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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의 계속
적용되는 단체협약

직무

시행 연월

최저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강행근로조건법 미적용 산업
산업 섬유서비스업

2007. 11 부터

2008. 03 부터

서독지역

9.02

9.20

동독지역

7.83

8.01

근로자파견업(BZA, iGZ)

2007. 01 부터

2008. 01 부터

서독지역

7.15

7.31

동독지역 (베를린 포함)

6.22

6.36

�출처 : WSI Mitteilungen, 2008. 03, p. 152.

[부록 2] 단체협약상의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 현황
단체협약범위

시간당임금(

)

월임금(

피복산업 (니더작센/브레멘)

6.32

1,011

경비(호)업 (튀링엔)

4.75

823

소매업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

6.78

1,146

조경업 (브란덴브르크)

4.71

857

도축가공업 (튀링엔)

5.49

928

화훼산업 (서독지역)

5.94

1,004

미용업 (바덴-뷔템베르크)

6.38

1,027

건물청소업 (브란데부르크-동부, 포츠담)

6.36

1,074

호텔 및 음식숙박업 (자란트)

6.27

1,085

농업 (니더작센, 베저-엠스)

5.98

1,041

금속가공업 (브란덴부르크)

7.12

1,146

공공서비스업 (동독지자체)

7.20

1,247

사설 운송 및 교통업 (튀링엔)

5.12

886

전문요리업 (동독지역 및 베를린-동부)

6.14

1,050

파견근로업 (서독지역 파견근로연합회: BZA)

7.38

1,119

)

�출처 : WSI Mitteilungen, 2008. 03,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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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령노동자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시장 참여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최영준 (영국 바스대학교 사회정책학과 조교수)

영국 정부는 여성의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0세부터 65세까지 확대시
키기로 하였으며, 또한 최근 연금개혁을 통하여 연금수급연령을 2024년부터 2046년까지 65세에
서 68세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연금개혁은 지난 20년간 오히려 낮아졌던 노령노동
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에 관한 이슈와 함께 노후의 소득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낳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종이나 젠더 그리고 건강 등과 같은 노령노동자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다양한 논의
들이 연구되고 있다. 배경에는 노령노동자들의 노동시장참여가 이들의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이
며, 연금수급연령의 확대가 부작용을 파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령노동자의 노동시장참여가 필
요하다는 인식이 뒷받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세 가지 문헌과 여타 통계자료들을
종합 정리하면서(참고문헌 참조) 영국 노령노동자의 노동시장참여 현황에 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서구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지난 40~50년 동안 인구학적인 변화를 많이 겪었다.
1951년에 약 1,400만 명의 50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20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31년에
는 2,700만 명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 중 50세부터 64세까지 남성 인구는 1970년 4,700만 명에
서 2007년 5,7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 연령대 남
성노동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997년에 들어선 노동당 정부는 이들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과 조기퇴직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노동당 정부는 조기퇴직을 할 경우 연금이나 급여에 있어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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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거나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노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혹은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뉴딜 50+’
을 1998년에 도입하였다.‘뉴딜 50+’
서비스는 새로 구성된 구직센터(Job CentrePlus)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동당 정부의 노력은 일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
대에 노동시장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남성 노령노동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지난 10년 동안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0세부터 64세까지의 남성 노동시장참여율은 약 67%에서
72%로 5%가량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는 25세부터 49세까지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비하면 여전
히 낮은 수치이다. [그림 1]은 15세 이상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띄는 현상은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노동당 정부 이후에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증가는 노동당 정부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한부모가족과 여성에 대한 다양한 고용서비스의 증가와 고용 인센티브
를 증가시킨 것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노령노동자의 노동시장참가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50세
부터 54세까지를 제외한 노령노동자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
당 정부 집권 이후부터 떨어지던 노동시장참가율이 다시 다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

[그림 1] 15세 이상의 노동시장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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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L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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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5~64세의 노동시장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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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LO(2008).

[그림 3] 65세 이상의 노동시장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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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LO(2008).

히 이러한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 노동자계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1998년에 약 40%이던 노
동시장참가율은 최근 거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연급수급연령 이후인 65세 이상의 고
령노동자층에서는 노동시장참가율이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큰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
통계들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보다는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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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영국가구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50세(80%)에서 65세(20%)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64세(35%)와 연금수급연령인 65세(19%) 사이에 더욱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 70%에서 14%로 떨어지는데, 여성 역시 연금수급연
령인 59세(44%)와 60세(34%) 사이에서 노동시장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노령노동자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젊은 노동층에 비해서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25세부터 49세까지의 노동자와 비교했
을 때 노령노동자들은 전일제로 일할 확률이 낮다. 다음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25~49세까지의 자영업을 포함한 전일제 비중은 95%가 넘고, 여성의 경우 60%
에 육박하지만, 퇴직에 가까워 오면서 전일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제 고
용이 증가하며, 연금연령 이후에는 대부분이 시간제 고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 비해서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서 60~64세 남성 고용 중 약 30%에 육박한 비율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5~49세까지의 자영업이 약 16%인 데 비해서 두 배에 가까
운 수치이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노령노동자의 전일제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그림 4] 2004년 연령대별 남성 고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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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N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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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4년 연령대별 여성 고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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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NS(2005).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에서 미숙련∙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남성 노령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록 이후 서비스 직종에서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진작시
키는 데 일조를 하였지만,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통계에 따르면 일부 노령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이 없고 연공서열제가 있는 화
이트칼라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연공서열제가 없고 생애 최고임금을 받는 시기가 이미 노령 시기가 되기
전에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노령 시기에는 계속 노동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통
계청에 따르면(ONS 2005) 고소득 전문직이나 경영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시장참여
율이 50~54세에서 94%이며 65세 이상에서도 30%에서 이르는 반면에 저숙련 직종을 가진 이들
의 노동시장참여율은 같은 연령대에서 80~86% 그리고 10~20%로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노령 시기에 가장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을 보인 직종은 자영업을 가진 이들로서 65세 이상에
서도 37%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4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또한 인종에 따라서 노동시장참여율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의 인구조사 보
고에 따르면 백인 남성 40세부터 64세까지의 80%가 노동시장에 참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파키
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인종계열 남성의 경우 각각 66%와 58%만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흑인 캐러비언 계열은 76%, 인도 계열은 80%로 백인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중
국 계열은 82%로 백인남성보다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또한 백인 남성이나 인도계열의 노령노
동자가 상대적으로 화이트컬러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반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흑
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계열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제나 임시직으로 일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이들이 운송이나 호텔, 식당 등의 서
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전일제나 영구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반
증한다. 이러한 소수인종의 경우 1980년대에는 육체노동에 종사하였지만, 이 직종의 고용이 현저
히 줄어들면서‘노령’
이라는 조건이 이들의 고용에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
숙련이나 미숙련 노동자였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도 현재는 실용적이지 않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고용연금부서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1) 노동당 정부의 뉴딜정책이 백인 노령노
동자들에 비해서 소수인종 노령노동자들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소수인종들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소수인종 노령노동자들의 비율이 노
동시장에서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노령노동자들은 왜 퇴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차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조기퇴직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반드시 퇴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직이나 경
영직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 시기의 결정이나 일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넓
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노령노동자들이 조기퇴
직하는 원인으로는 45%가 건강상의 이유인 데 반해서 10%만이 회사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고하
고 있다. 다음 [그림 6]과 [그림 7]은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여
1) http://www.dwp.gov.uk/asd/asd5/rports2005-2006/rrep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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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4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유(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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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NS(2005).

[그림 7] 2004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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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N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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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질병 및 장애가 남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
다. 한 예로 남성 50세부터 54세까지에서 약 60%가 질병과 장애를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했으며,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약 45%가 같은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젊은 노동계층에 비해서 건강의 문제나 장애의 확률이 약 세 배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같은 연령대에서 케어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남성 7%, 여
성 3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을 주요 이유로 응답한 경우는 같은 연령대에서 남성
17%, 여성 7%로 여전히 노령노동자를 위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이나 질병 등 다른 상태로 옮겨갔을 경우 다시 노동시장
에 재진입할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 영국가구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용에서 실업으로 갔을 경우
그 다음해에 단지 50% 정도만이 재취업을 하고 다른 50%는 퇴직, 질병∙장애, 혹은 케어를 하는
상태로 진입하였다. 반면에 고용에서 질병/장애 상태로 진입한 경우 단지 16%만이 그 다음 해에
고용상태로 재진입하고 대부분은 질병/장애 상태에 남아 있든지 퇴직상태로 진입하였다. 고용상
태에서 퇴직상태로 옮겨간 경우 그 다음해에 고용상태에 재진입한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연구에서 살펴본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50대 초반에 남성 40시간, 여성 29시간에서 60대에
초반이 되면 남성 약 35시간, 여성 20시간으로 줄어들고, 65세 이후가 되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영국의 근로계층에 비교한 노인인구의 비중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연금관련 지출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와 소득불안
정성, 그리고 조기퇴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노령노동자의 고용문제가 중요한 사
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노령노동자의 건강과 복지가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노동당 정부
는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방안과 불평등 해소 및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보건부와 노동연금부가 함께‘Health, Work,
2)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노인의 건강 향상과 불평등 감소를
and Well-being-caring for future’

라는 정책보고서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2005년에 ’
Opportunity Age3)’
통하여 노인이 더 이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목표

2) http://www.dwp.gov.uk/publications/dwp/2005/health_and_wellbeing.pdf
3) http://www.dwp.gov.uk/opportunity_age/

>>

_87

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고용정책으로는 고령노동자의 고용을 위해서‘뉴딜 50+’
를
지난 10년 동안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당 정부의 선언과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며, 실질적이었는가에 대해
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핵심적인 정책계층은 실제로 노령
노동자나 노인이라기보다는 사회투자정책에 따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
를 들어 뉴딜정책에 있어서도 노령노동자에 대한 투자나 배려는 다른 계층에 비해서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4) 실제로 현재 뉴딜은 보다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노령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함께 어떻게 하면 유연한 노동
을 노령 시기와 잘 결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케어를 고용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등의 핵심적
문제들에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
기와 함께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노령노동자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는 영국 노동시장 내에서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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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시장 현대화
법의 도입과 그 내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손영우 (프랑스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8년 1월 11일에 노사단체에 의해 서명된 노동시장 현대화에 관한 합의안에1) 기초하여 마련
된 노동시장 현대화 법이 양원동수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의 조율을 통해 상∙하원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6월 26일 관보 고시를 통해 시행되었다.2)
한편, 법안에 대해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신중도(Nouveau Centre)는 찬성을, 공산당과
녹색당의 의회모임(GDR)은 반대를, 그리고 사회당은 불참 선언을 한 의회의 모습은 이번 법안에
대한 정치적 기류를 짐작케 한다. 특히 사회당의 적극적 반대가 없었다는 점과 노동총연맹(CGT)
을 제외한 4개의 대표적 노조가 이미 동의한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이 법안
이 정부나 혹은 고용주 단체의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여태껏 개혁에 실패하였던 근로계약 부분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파기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
를 해고 시 부담되던 절차 문제와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 시 해고보상 및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근로계약의 양방 합의종결제도로서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라 할
1) Accord du 11 janvier 2008 sur la 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 이에 대해선 이정원,“프랑스 노
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협약”
『국제노동브리프』
,
, 6(2), 2008, p.75 이하를 참조.
2) 정식 명칭은 Loi n�2008-596 du 25 juin 2008 portant 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 으로 6월
26일 관보에 고시되었다(JORF n�
0148 du 26 juin 2008, page 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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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 한편 이렇게 무기근로계약(CDI)에 유연성을 추가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실업보장 및 의
료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 또한 용이해졌다. 소위‘프랑스식 유연안전성(flexs?curit?)’
이라 불리는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안 내용

노동법전 L.1221-2에“무기근로계약이 근로관계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형태(forme normale
et générale)”
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기업은 매년, 지난해와 오는 해에 무기근로계약 외에 기간근로
계약(CDD), 임시파견근로기업(entreprise de travail temporaire)이나 계약대리기업(entreprise de
portage salarial, 제8항 참조)과 근로계약을 채결했거나 채결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
경을 근로자선출대표(기업위원회, 부재시 종업원대표위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무기근로계약의 수습기간(période d’
essai)을4) 일반근로직의 경우 2개월, 중간관리직과 기술직
의 경우 3개월, 관리직의 경우 4개월로 규정하고,5) 이는 산별협약에 근거해 1회 갱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총 4, 6, 8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수습기간 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의 경력
에 따른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에 대한 적성을 살핀다. 이 수습기간은 일반적
3) 과거에도 합의 파기가 가능하였지만, 실업수당의 제공은 비자발적인 고용 박탈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
어, 근로자 개인적 사정에 의한 합의 파기시 근로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L.5421-1,
L5422-1).
4) 이전에 무기근로계약의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다만, 기간근로계약(CDD)에 한해, 6개월
이하의 경우 최대 2주, 그 외의 경우는 최대 1달로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한다(L.1242-10).
5) 이것은 현행 다수의 협정에 의한 수습기간보다 1달씩 증가된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Loi de
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 adoptée”
, Revue Fiduciaire, n�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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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무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반 학업과정의 실습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기간은 이 수습
기간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단 대체기간은 수습기간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6)
수습기간 중 계약 파기 시, 고용주와 근로자는 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예고 시한은 다음
표와 같다.7)
<표 1> 수습기간 중 계약파기시 사전 통보시한
파기예고시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고용주

근로자

7일까지

24시간

24시간

8일-1달

48시간

48시간

1달 이후

2주

48시간

3달 이후

1달

48시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결근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결근으로 인한 근로자 급여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조보상금(indemnité complémentaire)을 제
공하는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근무기간(durée d’
ancienneté)을 이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
였다(L.1226-1).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중요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그 근
로자에게 해고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근무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
축하였다(L.1234-9).

6) 예를 들면, 한 학생이 6개월의 실습 결과 간부로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7) 이 사전 통보시한은 기간근로계약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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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고보상 비율은 경제적 동기이건 인성적 동기이건 동일하도록 하고, 모든 해고에 대해 고
용주는 해고 원인이 실제하고 심각하다(réelle et sérieuse)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
였다(L.1232-1, L.1233-2).

근로계약의 새로운 합의파기 방식으로‘협정에 의한 파기(rupture conventionnelle)’방식을 도입
하였다. 이것은 해고나 사직이 아니며, 노사 어느 한쪽이 강요할 수도 없다. 이 파기 제도는 고용주
와 근로자가 서명한 협정에 대해 해당 관청9)이 승인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파기 방식은 노조대표
위원, 종업원대표위원, 그리고 기업위원회위원 같은‘보호받는 근로자(salariés protégés)’
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고용∙전문인력관리
단체협약이나 고용유지계획에 의한 계약의 경우, 이 파기 방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10)
협정 파기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 노사 면담 : 파기 방식과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1회 이상의 면담을 진행한다
(L.1237-12). 이 면담 과정에 근로자는 한 명의 참고인(assistance)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 참고
인은 기업 내 인사(노조위임근로자, 종업원대표기관근로자 또는 일반 근로자)이거나, 기업내 근
8) 지난 1월의 협약에는 해당 지방노동사무소장(directeur départemental du travail)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후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9) 합의파기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두 계약은 각각 노동법전 L.2242-15와 L.1233-61 규정에 근거한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 작업 중 사고 후 업무를 중단한 근로자 역시 이 파기 방식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
부는 아직 해석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근로자는 모든 합의 파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Cass. soc.
4 janvier 2000, n�
97-44566, BC V n�3)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Revue
Fiduciaire, n�
3256).
10) 입법 과정에서 주요한 논쟁이 되었던 부분으로, 대중운동연합의 피에르 베르나르-레이몽(Pierre
Bernard-Reymond) 의원은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 가능한 법적 소송의 수를 줄이기 위해,“근로자는
항상 이 파기협정의 유효성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appel)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혹은 다만 파기협정의 파기 요청만 가능하도록 한다”
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좌파 의원
및 노조의 반발로 거부되었다(
“Rupture amiable: les syndicats opposés à la limitation des recours”
, Les
Echos, 2008년 5월 14일 4면;“Contrat de travail : les salariés auront un an pour contester une rupture
amiable”
, Les Echos, 2008년 6월 5일, 4면).

9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로자대표위원이 없을 경우, 행정부에서 마련한 상담위원 명단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참
고인을 동반할 경우, 고용주 역시 기업 내 인사 중 1인을 동반할 수 있다. 단, 50인 이하의 기업에
한해 고용주는 자신의 고용주 단체에 소속된 인사나 동일 산별의 다른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다.
▶ 협정 서명 : 파기 조건을 명시한 협정에는 특히 파기특별보상총액과 계약파기일자를 명시한
다(L.1237-13). 단, 보상금은 해고보상금 이하로 책정될 수 없고, 파기일자는 해당 관청의 승
인(보호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허가) 이튿날부터 시행될 수 있다. 서명자들은 서
명날짜 이후 15일 내에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
▶ 협정 승인 : 이 협정은 해당 관청의 승인을 통해 효력을 갖는다. 철회 가능 시일(서명 후 15일)
이후, 서명자 중 한쪽 측이 해당 관청에 승인 요청을 하면, 관청은 협정 형식의 존중 여부, 상
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15일내 협정을 승인하고, 기간 내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이 협
정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해당 관청의 승인 후 12개월 이내 서명자는 분쟁조정위원회(conseil
de prud’
homme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1237-14). 이 기간 후에는 소송을 포함한, 어떤
문제 제기도 불가능하다.11)

기술직 또는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임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는‘명목근로계
약(CDD à objet défini)’
이 신설되었다. 이 근로계약은 기간근로계약의 일종으로 예측한 기간 내 명
시된 임무가 종결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형태이다. 이 근로계약은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36개
월로 갱신될 수 없다.12) 이 계약은 명시된 목적이 달성되거나(목적 달성 최소 2개월 전에 통보), 혹
11)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근로계약은 갱신이 가능하지만,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8개월을
넘을 수 없어 명목근로계약보다 기간이 짧다.
12) 근로자가 직업과 관련없는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이전 작업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근로전문
의사(médecin du travail)로부터 판단되었을 때, 고용주는 근로전문의사의 서면 판정하에 근로자에게
그의 능력에 맞는 업무(근로시간조정, 전근을 포함하여)를 제안한다(L.1226-2). 또한 근로자가 새로
운 직업을 위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이전 근로계약은 중단될 수 있다(L.1226-3). 이렇게 근로가능
판정 1달 이후,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단 이전 업
무에 제공되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L.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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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적이고 심각한 이유로 인해 노사 중 한쪽이 18개월째 혹은 24개월째에 파기하였을 때 종결
된다. 고용주에 의해 중단되거나, 계약 이후 무기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
자에게 그간 지급한 전체 세전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계약은 산별협약 혹은 부재시 기업협약에 근거하고, 이 협약은 본 근로계약을 도입하는 경제
적 필요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장 내용, 본 근로계약 이후 무기계약으로 전환 조건과 우선성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본 근로계약에는‘명목기간 근로계약’
이라 기재하고, 관련 협약을 명
시함과 동시에, 해당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임무, 계약관계의 종결을 규정하는 객관적 결과, 예측
기간,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연장 제안 및 파기 조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근로계약을 5
년 동안 실험 실행하고, 이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직업에 원인을 두지 않은 질병 및 사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 고용주가 직접 보상금을 지
불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이전 조항을,13) L.1226-4-1 조항의 삽입을 통해, 고용주가 가입한 근
로자신용보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호기금을 통해서도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이로써‘대리계약근로’
는 임시파견근로(travail temporaire)계약, 한 근로자가 여러 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다중근로(travail à temps partagé)계약에 이은 새롭게 법으로 인정받은 인력수급 형태가 되
었다. 이 계약은 주로 기업컨설팅, 마케팅 혹은 직업교육 같은 직종에서 많이 발견되는 기업의 새로운
근로조직방식으로, 근로자가 사용기업과 직접 계약시 발생하는 서로의 부담을 제3의 대행 기업으로
이월하여 각각의 이점(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 회사는 직접고용을 회피)을 유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실업, 의료, 퇴직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유직 근로자(travailleur indépendant) 보다 각종 보험의 부담률이 낮다. 보통,
이 계약은 주로 임무를 중심으로 맺어지며, 근로자는 두 임무 사이에 실업연금 및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계약은 임시파견근로직과 제3의 대행 기업을 매개로 고용된다는 유사성을 지니지만, 임시파견근
로와는 달리 사용기업에 대한 종속관계가 없다는 근로자의 직업적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실제, 상
원에서 토론시 대중운동연합의 일부 의원은 이 계약 범주에 임시파견근로기업(entreprise d’
intérim)에
까지 확대하고자 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제외되었다(
“Contrat de travail : les salariés auront un an pour
contester une rupture amiable”
, Les Echos, 2008년 6월 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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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력수급 형태로 대리된 주체(indépendant porté), 사용기업(entreprise cliente), 대리기업
(société de portage salarial)의 세 주체 간의 맺어지는 계약관계의 총체를‘대리계약(portage
14)으로 규정하고 이후부터 이 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고, 대리기업에
salarial)’

게 사용기업에서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불요청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고객출자(son apport en
clientèle)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한 2년 내 전국협약을 통해 유사 산별은 대리계약근로산별을 조직
할 의무를 부여한다.

신채용계약(contrat nouvelles embauches) 관련 조항 전체를 폐지한다. 신채용계약은 더 이상 실
행될 수 없으며, 법의 고시일로부터 모든 신채용계약의 근로자는 무기근로계약의 자격을 갖는다.
이때, 수습기간은 협정에 따르거나 부재시 관련 법(L.1221-19, 제2항)에 따른다.

■ 맺음말
이번 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노동법전에 무기근로계약에
대한 선호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주에게 기간근로제 혹은 임시파견근로제 사용 배경
에 대해 매년 기업위원회 등 근로자대표위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이외의 계약 사용
의 예외성을 기업 내에 부각시켰으며, 이번에 도입된 명목근로계약에서도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이
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상금 지불의무를 두었다. 동시에 무
기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수습근로를 제도화하였다. 물론 이미 노동법전은 무

14) 임시파견근로직 산별(branche du travail temporaire)이 이 역할을 맡게 된다(Revue Fiduciaire, n�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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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로계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법적 명시가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변화를 가
져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기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선호를 명시함으로써 이후 제도적 개혁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합의파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계약 파기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 반면, 동시에 각종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소근무기간이 짧아졌다. 즉 근로계
약의 유연성의 도입으로 고용기간이 평균적으로 짧아진 만큼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근무기간을 줄였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선 시기에 주장했던 무기근로계약과
기간근로계약의 중간 형태로 유추되던 단일근로계약이 아닌 무기근로계약을‘표준적이고 보편적
인 형태’
의 근로계약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합의파기제도의 도입이라는 유연성과 사회보장제도
확대라는 안정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합의파기제도
가 다른 나라에도 이전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민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그것은
첫째, 기업내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기업 내 노조의 존재 유무는 매우 주요한 변수이며, 기업 내 노조가 없는 경우, 지역 혹은 산
별의 노조대표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만일 노조가 이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파기제도의 도입은 고용주에 의한 해고의 다른 이름으로
남용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합의파기제도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야 한다. 근로자측에서 보면, 합의파기제도를 수용하는 동기는 자발적 퇴직일 때 받지 못하는 사회보
장제도의 수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료보장 및 실업보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
면 근로자는 합의파기제도를 수용할 동기가 높지 않아 이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이 법안만을 가지고 소위‘프랑스식 유연안정성’
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이 법
안은 아직 전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번 1월의 노사협약에서 제시된 실직시 직업교육과 사
회보장혜택의 유지와 관련된 부분의 입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CGT로부터 북유럽식
‘유연안정성’
과 차별성을 둔 프랑스식‘직업경로보장(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이
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내용을 담을 예정인‘프랑스 노동시장 현대화 법 II’
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
습으로 입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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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⑤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8년 인도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2006년 전체 인구의 76%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농촌 지역 인구의 40%가 농토가 없어 임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인구
의 과반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농촌 지역 개발은 인도 전체의 발전을 위
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 산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촌 지역의
개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인도 지역개발부(The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인도 전역의 개발과 복지를 위하여 독립
이후부터 정부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지역개발부는 농촌 지역 개발과 농촌 지역의 최저생계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2) 인도 지역개발부는 지역의 가난을 퇴치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기본 패러다임은 지역민을 짐이 아닌 지역 개발의 기본적 자원으로 생기며 이들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사업 진
행 과정이 지역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농촌 지역

1) http://mospi.nic.in/rept%20_%20pubn/ftest.asp?rept_id=522&type=nsso, www.socialwatchindia.
net/analysis/NREGS_Today.doc
2) http://rural.nic.in/i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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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용보장제도(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는 현재 지역
개발부가 지향하는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로서 농촌 지역민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된 고용
을 보장하고, 이렇게 고용된 인력을 통해 지역사회기반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
를 보장하고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부 발간 자료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 국가고용보장법령(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의 주요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3)

■ 농촌 지역 국가고용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이 제도는 전례가 없는 제도로서 2005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4)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의회에서 법으로 보장한 것으로 인도 정부가 농
촌 지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며, 지역민을 인도 경제발전에 유용한 파
트너로서 동력화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령의 주요 골자는 회계연도에 지원자에 한하
여 각 가구의 성인에게 100일 동안 미숙련 단순노동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 지역 국
가고용보장법령은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시작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적용 지역은 농민 1인당 농산물 생산량이 낮고 노임 수준이 낮은 지
역,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의 인구를 고려하여 150개의 구역이 먼저 지정되었다. 반면 비교적
개발이 되었고, 농업 이외의 활동이 많아 고용에 대한 요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차후
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이 법령이 시작된 2006년 2월에 인도 전역의 200개 지정 구역에서
시행되었고, 회계연도 2007~2008(1월까지)년에는 130개 지역에 추가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인도 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3) http://rural.nic.in/annualrep0708/anualreport0708_eng.pdf
4) http://india.gov.in/sectors/rural/national_rur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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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련 단순노동직을 원하는 농촌 지역 가구의 성인은 지역기초자치단체(Gram Panchayat)에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한다.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자를 검증한 후 고용카드(Job Card)를
발급한다. 고용카드에는 각 가구 성인이 모두 포함된 사진을 부착해야 하며 무료로 발급된다. 고용
카드를 소지한 가구에서는 원하는 일에 대한 날짜와 기간을 명시하여 지역기초자치단체에 고용
지원서를 제출한다.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용보장 승인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 15일 이내에 일할 날짜를 통보한
다. 만약 15일 이내에 고용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일 실업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지불하고 주급(weekly)을 기본으로 하며, 임금이 1주 이상 체불
되어서는 안 된다.5)
농촌 지역 국가고용보장제도(NREGS)로 고용된 노동자의 작업장은 거주 지역에서 반경 5km 이
내에서 하며, 거리가 먼 경우 임금의 10%를 추가로 지불한다. 작업장에는 탁아소, 식수, 휴식 공간
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의 1/3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하고 고용카드를 가진 노동자의
임금과 기계사용 비용의 비율은 6:4로 유지한다. 외부 고용(contractors)과 기계를 통한 농촌 지역
노동력 대체를 금한다.
지방분권화의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은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해 준비된다. 사업의
50% 이상이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되도록 한다. 각 지역자치단체(Panchayat Raj Institution)
가 이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의 중점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고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최저생계보장 목적 이외에‘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 간
접자본개발’
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NREGA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과 관련 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상수도 시설, 가뭄 홍수 방제작업, 식수원 수리,
개간 및 토지, 환경미화, 도로, 통신망 건설사업 등이 주를 이루며, 주정부와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
가 승인 통지한 기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5) 인도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이 있으나, 각 주마다 최저임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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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07~2008년(1월 까지) 시행 현황

1. 가구에 따른 고용 수요 : 27,500,000 가구
2. 가구에 따른 고용 공급 : 27,200,000 가구
3. 총 고용일수(person day)
- 전체 : 920,300,000 일
- 지정 카스트 : 259,000,000 일(26.97%)
- 지정 부족 : 294,000,000 일(30. 62%)
- 그 외 : 407,300,000 일(42. 41%)
- 여성 고용일: 415,200,000 일(43.23%)

농촌 지역 고용보장제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원 분야와 비율이
다르다.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 미숙련 단순노동자에 대한 임금
- 각종 자재구입비의 70%와 숙련 및 반숙련공에 대한 임금의 70%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고용보장위원회(National Employment Guarantee Council) 유지비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지원한다.
- 각종 자재구입비의 25%와 숙련 및 반숙련공에 대한 임금의 25%
-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하지 못할 경우 지불하는 일일 실업수당
- 주정부 고용보장위원회(State Employment Guarantee Council)의 유지비

회계연도 2007~2008(1월까지)의 재정
- 중앙정부 출자 : Rs. 10,307.70 Cror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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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출자 : Rs. 1,109.80 Crore
- 총 지출 : Rs. 9,833.95 Crore

이 사업은 제도화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카드를
소지하도록 하며 고용등록기록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한다. 등록 기록의 감시 및 투명성 유
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고용등록기록부를 100%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외부감사 시 무작위 표집
방법으로 등록부를 확인하며 모든 등록부를 NREGA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고,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 가능하도록 한다. 2008년 초까지 NREGA 웹사이트에 24,325,982개의 고용카드
가 등록되었고, 3,296,448개의 고용등록부가 게시되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시민정보 게시판에 시행 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며,
외부 인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받는 한편, 근로자들의 임금 지불을 공개한다. 또한 고
충처리위원회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
로자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지역민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
록 한다. 이를 위해 구역 단위로 각 지역자치기구에 일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지역 방송 매체
와 문화 포럼을 통한 홍보를 하며, 지역 언어와 시각적 그래픽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발행한다. 또
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NGO 단체들에게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하고 노동자에게도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적∙행정적 승인을 통해 각 마을별로 프로젝트
세부 방침이 준비되도록 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프로젝트 상황이 기록되도록 한다. 또한 근
로자들이 그들의 성과에 대해 목표를 정하고 작업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게 토지
및 수리 시설의 물리적인 개선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홍보하도록 한다.
6) Rs. 1 Crore = 2,3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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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책과 개선 사항은 인도 전역 NREGA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역개발부는‘Nreganet’
을 도입하여 공유 넷(net)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NREGS의 시행의 모범이 되는 시민단체에서 표창한다.
NREGS의 시행에 모범이 되는 주, 지역, 구역, 지역기초자치단체별로 주어진다. 상으로는 메달, 트
로피, 상금으로 준다.

■ 현재까지의 성과
현재까지 시행된 NREGA는 지역민의 고용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
은 수효와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대안 형태의 고용으로 고용
카드를 소유한 가구가 100일을 채워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었다. 인도 지역개발부는 2008년 연
차보고서에서 NREGA의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NREGA의 주요 목적은 고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2007~2008년(2008년 1월까지)
2,750만 가구의 고용 요구가 있었고 거의 충족되었다. 전체 330 지역에서 총 96,030만 고용일이
제공되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어떤 고용정책보다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것으로써 NREGA의 기본
적인 목표에 따라 고용과 고용 기회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에서 빈곤층 가구의
고용 요구가 높았고, 이들 가구들이 실제로 고용되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소외계층으로 분류된 지
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 가구에게 각각 27%와 37%의 고용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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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여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성에게 1/3 이상의 혜
택이 돌아가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회계연도 2007~2008년 시행 결과 여성 고
용이 전체에서 43%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참여율은 타밀나두(Tamil Nadu) 주에서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라자스탄(Rajasthan) 주가 69%로 높게 나타났다.

2007~2008년 동안 130만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중 91만 개 사업은 각종 수리시설 및 관개,
홍수 가뭄 방제작업 등과 같은 지역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
다. 2007년 3월부터는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민 및 빈곤층 가구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 개척 및
관개시설 공사 등도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지역 농업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식시키고,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Rs. 47에서 Rs. 72로 올랐고, 우타프라데쉬
(UttarPradesh) 주의 경우는 Rs. 58에서 Rs. 100으로 상승했다.7) 다른 주의 경우도 이보다 상승 폭은
적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금 지급 체계를 보편화는 차원에서 임금을 우체국이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권장하였
다. 2008년 1월까지 일부 주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은행이나 우체국 통장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였
7) Rs. 100 = 2,3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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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른 주의 경우 통장 개설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2008년 1월까지 이 프로그램에 따
른 임금 지급을 위해 960만 구좌가 은행과 우체국에 개설되었다.

■ 맺음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까지 NREGA이 약 597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8) 인도 재정부
는 2008~2009 회계연도 NREGA 시행을 위해 Rs. 16,000 Crore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 1억 4,600만 일에 대한 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NREGA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도 늘려가고 있지만, NREGA의 시행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신문지상
에는 NREGA 시행 과정에 생기는 문제들이 보도되고 있다.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임금 지불
과정에 발생한다. 인도 농촌 지역의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의 거리가 너무 멀어 임금 수령에 문제가
있다. 문맹률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복잡한 계좌 개설 과정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우
체국이나 은행 직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주정부가 제
공하기로 되어 있는 일일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용일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편법 때문
에 실제 일일 실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는 인도 지역의 특성상 가구
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핵가족을 기본 단위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확대가족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한 가
구는 몇 가구의 핵가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 100일에 고용일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최저생계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 분권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이 권한을 악용하거나
NREGA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고용보장제도가 지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대
안이 되며, 지역민이 자치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8) http://209.85.175.104/search?q=cache:5BMy-IA29KcJ:pib.nic.in/release/release.asp%3Frelid%3D
40561+NREG+NREG+%22NREG%22&hl=ko&ct=clnk&cd=21&g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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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인할 수 없다. 지역기초자치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에서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모범 사례로 꼽히는 지역도 있다. 또한 NREGA 노동
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각 지역의 NGO 단체들도 이를 돕고 있다.
NREGA가 현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지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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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근로의식
변화와 과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⑥ - 일본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일본은 2005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 감소과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전하에서,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높은 근로의식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많은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과 연공임금를 근간으로 한 고용 및 인사관리를 해왔는데, 1990년대
불경기하에서 그러한 고용∙인사관리의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여
일본적 고용관행의 대상 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근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
본인들의 근로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2008년 일본의「노동경제백서」
는 일본인의 직업의식을 크게 다루었는데, 본고에서는 동 백서가
참고로 한 자료인‘종업원의 의식과 인재매너지먼트의 과제에 관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일본 근로자의 근로의식을 살펴본뒤,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의식 향상과 보람있는 직장생활의 형성에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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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의 근로의식
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인사노무관리의 변화 가운에 근로자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7년 12월‘종업원의 의식과 인재매너지먼트의 과제
에 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근로의식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007년 12월 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일에 대한 의욕이 3년
전에 비해‘높아졌다’
고 응답한 기업은 40.5%,‘변화 없음’50.7%,‘낮아졌다’7.6%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 당사자가 일에 대한 의욕이‘높아졌다’
고 응답한 비율은 31.9%,‘변화 없음’36.8%,
‘낮아졌다’29.4%로 회사 응답보다 일의 의욕이 낮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일할 의욕이 왜 높아지고 낮아졌는지, 그리고 기업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펴
왔고, 앞으로 어떠한 시책이 근로의욕 향상에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회사의 근로자 일 의욕 향상 시책
근로자의 일에 대한 의욕이 3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일할 의
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실시한 시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실시한 시책은‘경영방침/사업계획 등의
정보제공’
으로 59.9%의 기업이 실시하였다. 다음으로‘업적이 좋은 사원의 보수 높임’
이 36.2%,
‘직장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가 35.2%, 그리고‘사원이 납득하는 평가제도’
가 31.5%로 높은
편이었다. 대체로 기업은 정보제공/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과 보수/평가제도의 납득성을 높이는
형태로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높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의 시책을 보면,‘조기의 승진/발탁인사’23.5%,‘작업환경개선’19.1%,‘사원의 희망에
따른 능력개발기회 제공’17.5%,‘전체적으로 임금인상’16.9%,‘육아/개호휴가를 취득하기 쉽게
함’15%,‘업무수행상 재량권의 확대’12.3%,‘본인의 희망을 중시한 배치/이동’11.7%,‘복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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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할 의욕 높이기 위해 실시한 시책(복수응답)

경영방침/사업계획 등 정보제공
업적이 좋은 사원의 보수 높임
직장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사원이 납득하는 평가제도
조기의 승진/발탁인사
작업환경 개선
사원의 희망에 따른 능력개발기회
전체적으로 임금인상
육아/개호휴가를 취득하기 쉽게 함
업무수행상 재량권의 확대
본인의 희망을 중시한 배치/이동
복리후생의 충실
일가정양립 배려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등처우
재량근로 등 근로시간관리의 유연화
특별한시책 실시하지 않음

59.9
36.2
35.2
31.5
23.5
19.1
17.5
16.9
15
12.3
11.7
10.7
9.9
8
5.1
4.1
1.2

�출처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08),「종업원의 의식과 인재 메너지먼트에 관한 조사」
.

생의 충실’10.7%였다.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의 충실과 같은 금전적인 조치보다 발탁인사, 능력
개발기회 제공, 용이한 휴가취득 등 비금전적인 시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0% 미만의 응답 비율을 보면,‘일가정양립 배려’9.9%,‘근로시간 단축’8%,‘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균등처우’5.1%,‘재량근로 등 근로시간관리의 유연화’4.1%였는데, 최근 크게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등처우’
는 근로자의 근로의
욕을 높이는 수단으로 그다지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눈에 띤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진 이유
한편, 지난 3년간 일할 의욕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일할 의욕이 높아진 이유로서 가장 많았던 것은‘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로 과반
수 이상의 근로자(57.5%)가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과반수를 점하는 항목은‘책임있는 일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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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로 51.4%에 달하였다. 30%대의 응답으로서는‘일의 달성감을 느낄수 있어서’
와‘직장의 인
간관계가 좋아서’
가 각각 36.4%, 32.8%였다. 이상의 높은 비율의 항목을 해석하면, 근로자가 좋은
인간관계하에서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일을 담당하여 맡은 책임의 달성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는 것, 즉 자아실현이 일할 의욕을 고취시켰다고 말 할 수 있다. 근로의욕의 향상은 금
전적인 것보다 비금전적이고 비가시적인 항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한편, 금전적이고 가시적인 항목을 보면,‘처우가 적절하기 때문에’21.6%,‘작업환경이 좋으니
까’11.7%,‘임금이 높아서’5.3%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일할 의욕을 높이는 데는 그다지 큰 역할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일의 재량성이 높아서’21.6%,‘희망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21.1%로 직접 일의 내용이
나 재량에 관련된 항목도 일정 정도 일할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일할 의욕이 높아진 이유(복수회답)

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책임있는 일을 맡게 되어
일의 달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직장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처우가 적절하기 때문에
일의 재량성이 높아서
희망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상사와 부하간의 직장 커뮤니케이션이..
회사의 경영방침/사업계획등의 정보가..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안심감이 있으니까
작업환경이 좋으니까
평가의 납득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직업능력개발기회가 풍부해서
임금이 높아서
복리후생이 충실해서
근로시간이 짧아서
육아/개호휴가를 취득하기 쉬워서
회사의 경력형성지원이 있어서
정신건강대책이 충분해서
비정형업무가 적오소

57.5
51.4
36.4
32.8
21.6
21.6
21.1
20.7
17.3
15.3
11.7
10.9
8.5
5.3
5.2
3.9
2.7
1.9
1.3
1.2

�출처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08),「종업원의 의식과 인재 메너지먼트에 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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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실시한‘회사의 경영방침/사업계획 등의
정보제공’
은 17.3%로 낮은 비율에 그쳤다. 또한 회사가 중시한‘직장커뮤니케이션’
(20.7%)이나
‘평가의 납득성’
(10.9%)도 근로자에게는 그다지 일할 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아실현에 관련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상기한 것처럼 2007년 12월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실시한 조사에서 근로자의 일할 의욕이 3
년 전에 비해‘낮아졌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7.6%였는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근로자 당사자가 3년 전에 비해 일할 의욕이
‘낮아졌다’
고 응답한 비율은 29.4%였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의욕 향상에 유효한 시책
3년 전에 비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하였다고 평가한 기업이 앞으로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시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많은 응답은‘사원이 납득하는 평가제도’
로서 60.4%에 이르렀다. 평가제도와 함께 금전적
인 항목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전체적인 임금 인상’47.3%,‘업적이 좋은 사원의 보수 높
임’33%로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높이는 데는 금전적인 시책이 유효하다고 응답하였다. 금전적인
항목과 함께,‘근로시간 단축’
도 27.5%로 일정정도 일할 의욕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금전적이나 근로시간 외에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서는,‘직장의 커뮤
니케이션의 원활화’48.4%,‘경영방침/사업계획 등 정보제공’39.6%로 높은 비율을 점하였다.
‘일가정양립 배려’26.4%와 함께‘사원의 희망에 따른 능력개발기회 제공’23.1%,‘본인의 희망
을 중시한 배치/이동’18.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다. 그 외‘복리후생의 충실’
,‘작업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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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할 의욕을 높이는 데 유요한 시책(근로의욕저하 기업, 복수회답)

사원이 납득하는 평가제도
직장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전체적으로 임금인상
경영방침/사업계획 등 정보제공
업적이 좋은 사원의 보수 높임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배려
사원의 희망에 따른 능력개발기회
본인의 희망을 중시한 배치/이동
복리후생의 충실
작업환경 개선
정신건강대책 실시
조기의 승진/발탁인사
업무수행상 재량권의 확대
다양한 코스별 인사관리
육아/개호휴가를 취득하기 쉽게 함
재량근로 등 근로시간관리의 유연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등처우

60.4
48.4
47.3
39.6
33
27.5
26.4
23.1
18.7
18.7
18.7
18.7
16.5
14.3
6.6
5.5
4.4
3.3

�출처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08),「종업원의 의식과 인재 매너지먼트에 관한 조사」
.

선’
,‘정신건강대책 실시’
는 똑같이 18.7%의 비율로 그다지 유효한 시책으로 보고 있지 않다.‘다
양한 코스별 인사관리’6.6%,‘육아/개호휴가를 취득하기 쉽게 함’5.5%,‘재량근로 등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화’4.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등처우’3.3%는 10%로 이하로 일할 의욕을 높이
는 데 거의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기업은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 이유
한편, 3년 전에 비해 일할 의욕이‘낮아졌다’
고 응답한 근로자가 왜 근로의욕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던 내용은‘임금이 낮아서’
로 46.8%에 달하였다. 임금과 관련있는 것으
로‘평가의 납득성이 확보되지 않아’
도 35.6%였다. 근로자의 일할 의욕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낮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의 달성감을 느낄수 없어’
도
43.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일할 의욕저하 이유로 약 20%의 근로자가 지적한 내용은‘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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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할 의욕 저하 이유(복수회답)

임금이 낮아서
일의 달성감을 느낄 수 없어
평가의 납득성이 확보되지 않아
직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승진 전망이 어두워서
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적어
직장의 인간관계가 나빠서
근로시간이 길어서
고용의 안정성에 불안을 느껴
회사의 경영방침/사업계획등의 정보가...
일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
일의 재량성이 낮아
정신건강대책이 불충분해서
작업환경이 나빠서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어서
복리후생이 충실치 않아
비정형적 업무가 많아
회사로부터 경력형성지원을 얻을 수 없어
육아/개호휴가 취득이 어려워서

46.8
43.4
35.6
24.2
21.4
21.1
20.6
20.5
19.2
18.5
14.9
13.6
12.2
12
11.8
10.3
6.8
6.8
4.4

�출처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08),「종업원의 의식과 인재 매너지먼트에 관한 조사」
.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24.2%,‘승진 전망이 어두워서’21.1%,‘직장의 인간관계가 나빠
서’20.6%, 그리고‘근로시간이 길어서’20.5%였는데,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간관계가 나쁜 것이
근로의욕 저하에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승진 전망이 어둡고’
21.4%,‘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적고’21.1%,‘근로시간이 긴 것’20.5%도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용불안’19.2%,‘회사의 경영방침/사업계획 등의 정
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18.5%도 일할 의욕을 저하시킨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외 10% 이상의 근
로자가 지적한 근로의욕 저하 이유를 보면,‘일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14.9%,‘일의 재량성이 낮
아’13.6%,‘정신건강대책이 불충분해서’12.2%,‘작업환경이 나빠서’12%,‘직업능력개발 기회
가 적어서’11.8%, 그리고‘복리후생이 충실치 않아’1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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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식 향상을 위한 과제
앞의 노동연구∙연수기구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3년 전에 비해 일할 의욕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그 이유로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낮은 임금이었다. 일본 근로자의 임금은 최근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할 의욕을 낮추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개별기업이 임금수준을 높여 종업원의
일할 의욕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심한 경쟁하에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부차적인 수단
으로 일 저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평가의 낮은 납득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50대 근로자의 경우 평가의 납득성이 낮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그들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평가의 납득성 향상은 매우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평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기업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는‘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다’
가
71.3%로 가장 많았다. 또한,‘부문간의 업적의 차이를 사원 개인의 평가까지 반영하기가 힘들다’
47.4%,‘평가가 어려운 부문이 있다’46.3%였다. 평가의 납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자 교육
을 실시하여 평가기준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평가가 어려운 경우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년 전보다 일할 의욕이 높아진 근로자가 그 이유로 가장 많은 든 것은‘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와‘책임있는 일을 맡게 되어’
였다. 기업이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
해‘경영방침/사업계획 등 정보제공’
을 해왔지만, 거기에 덧붙여 항상 근로자에게 학습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의 배분, 인력배치를 실시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일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 맺음말
일본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인구가 처음 감소하였고, 경제
활동인구는 1998년 6,793만 명을 피크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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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향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령자,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능력발휘를 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의 능력향상과 능력발휘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일할 의욕
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3년간 일본 근로자의 일할 의욕은 약 30%는 높아졌지만, 약 30%
는 낮아졌다. 높아진 이유로서는 일을 통한 학습, 책임있는 일의 담당, 달성감 등의 자아실현에 관
련된 비금전적이고 비가시적인 항목이 주된 요인이었다. 한편, 근로의욕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과 평가의 낮은 납득성이었다. 평가 제도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낮추는 역할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력 부족현상이 현재화되고 있지 않지만,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 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할 의욕이 매우 중요하다. 일할 의욕을 높이는 데 본
문의 일본의 조사 내용이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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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최저임금보장제도
국제노동동향 ⑦ - 중국

방혜정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7월 19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008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0.4% 증가하고, 주민소비가격지수(CPI)는 7.9%(2007년 전년 평균 CPI 6.5% 상승) 상승한 것으
로 알려졌다. 특히, 올 4월의 CPI는 8.5% 상승을 보였고, 이는 중국 CPI 사상 최대의 상승 폭이다.
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발 맞추어, 중국 각 지방정부는 분주히 최저임금과 임금지도선 등을 재조정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실제 경제생활 속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싶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1)(

)가 <기업임금조례(

)>를 준비

중인 현 시점에서, 소득격차의 심화와 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최저임금보
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국 최초 최저임금보장규정 : 기업최저임금규정
중국의 최저임금보장제도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발전하고 있다.

1) 2008년 3월 15일 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무원기구개혁방안(
)에 따라, 인사부와 노동사회보장부 통합.

116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국 공산당은 이미 1922년 노동법안대강(

)을 마련할 당시 최저임금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중화소비에트공화국 노동법을 제정할 때에도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기하였다. 1948년 제6차 노동대회에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2인
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하였고, 이듬해에 전국정협2)이 공동강령을 통과시키며, 각
지방 현황에 알맞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 1956년의 임금개혁을 통
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제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가 임금정책의 결정권을 장악하여, 등급임
금제를 실시하면서, 최저임금보장제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1978년 개혁개방으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고, 기업의 임금분배 자주
권이 점차 확대되는 등, 기존의 등급임금제가 폐지되고, 평균주의적 사회주의 임금분배체제가 사
실상 붕괴하면서, 최저임금보장제도는 새로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에, 1984년 국무원은 국제노
동기구(ILO)의 제26호 협약을 비준하고 최저임금 관련 규정들을 입법화하려 하였지만, 계속 실현
이 무산되었다.
개방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및 사영기업의 대량 출현이 야기하는 근
로자의 이익침해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1993년 기업최저임금규정(
)을 반포하기에 이르고, 최저임금보장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
)와 임금지불규정(

) 등을 제정하여, 최저임금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데 실질적 노

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중국 정부는 1994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반포하고, 제
48조 ”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행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한다. 사용자가 지불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를 통해, 정식으로 법률의 형식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확립하였다.
1993년 기업최저임금규정은 중국 국경 내의 각종 경제 유형의 기업 및 그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근로자(제2조)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의 개념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로
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최저근로보수(제3조)”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노조, 기업과 최저임금을 협상(제4조)하고, 해당 지역 취업자 및 그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 근로자의 평균임금, 노동생산율, 도시취업상황(실업률), 경제발전 수준 등의 인수를
2) 중국인민정치협상전국회의:각 당파와 각계 인사로 구성,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현안들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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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산출 및 책정(제7조 및 4장 부칙)하도록 하였다.
기업최저임금규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근로자의 근로
대가 확보를 통해 그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국 최저임금보장제도의 첫 규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 2004년 최저임금규정
1993년 기업최저임금규정은 중국의 조화사회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지
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책정과 미준수 및 미조정 등의 문
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 및 계층간 소득격차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중시하는 중국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와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만
들었다. 2004년 3월 노동사회보장부는 기업최저임금규정 실행 경험들을 종합 정리하여 수정한 후
최저임금규정(

)을 반포하였다.

최저임금규정은 우선 제1조에서“본 규정이 근로자가 근로대가를 얻는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
고, 근로자 및 가족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정되었다(제1조)”
고 밝혀 그 법적 의의를 강화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규정 적용범위와 대상도 확대하여, 국경 내의 기업 이외에도 민간사회단체, 고용인을 둔 자영업자
및 그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근로자, 국가기관, 공공사회단체 및 그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근로자
도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제2조)시키고, 비전일제 근로자도 시간제 최저임금의 적용(제5조)을 받
도록 하였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제도 개혁의 상황에 근
거하여, 근로자 개인이 지불하는 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을 최저임금 책정 시 반드시 고려하고,
도시주민소비가격지수, 근로자 평균임금, 경제발전 상황, 취업상황(실업률) 등을 산출인수로 삼도
록 하였다(제6조 및 부칙 최저임금기준산출방법). 또한 최저임금의 정상적인 조정을 위해, 일년에
최대 한 번(1993년 규정 제15조)이었던 최저임금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2년마다 최소 한 번의 조
정(제10조)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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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한 달 이내의 체불일 경우 20%,
3달 이내의 체불에는 50%, 3달 이상은 100%의 배상금(1993년규정 제27조)을 지불하도록 하였
으나, 제13조에 근거해 최저임금 불이행 사용자는 밀린 체불액의 1~5배의 배상금을 근로자에 지
불하도록 하였다.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적 운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사회보장행
정부문이 행정지역 내 사용자의 본 규정 이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각급 노조가 감독에 참여하
여, 행정부문에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 더욱이 노조,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등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단순히 자문을 제공(1993년 규정 제10조)하던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공동으로 최저임금을 연구하고 책정하는 단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제8조).

■ 최저임금규정의 실시와 한계
최저임금규정은 최저임금보장제도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현실에 맞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집행력이 보강된 사회 제도로 다듬어지는 데 일정 영향을 미친 규정이다. 실제로 이 규정
의 실시 이후, 1994~2004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117번, 각 성 평균 3.8번의 최저임금 조정이 이
루어졌던 데 비해, 2004~2006년 말까지 전체 60번, 각 성 평균 1.9번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폭
도 1994~2004년 기간 동안 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을 보인 데 비해, 2006년에는 각 지에서 최저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였다. 현재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
며,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법률 인식이 확산되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최저임금규정의 제정만으로 지역간 발전 불균형과 심각한 소득 격차, 물가의 상대적 상승
에서 오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저하와 기업들의 최저임금제도 악용과 회피 현상을 해결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05년 7월 베이징(北京)시의 월 최저임금은 580위안이며, 이는 당시 월평균 임금 2,743위안의
24%에 해당한다.3) 여기에는 사회보험료와 주택납부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3.8위안(실업,양로,의료보험의 3대 사회보험 최저납부지수인 임금의 11%
를 적용할 경우)과 주택납부금 58위안(임금의 10%)을 차감한 458.2위안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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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사용자가 만일 사회보험 처리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양로 및 의료보험료로 임금의 29%인 168.2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은 연장근로시간을 늘이거나 도급안 단가를 낮추고,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분류등급과 달
리 임의로 낮게 책정하는 등 (일례로, 650위안, 620위안, 590위안, 430위안의 4등급으로 분류된 월
최저임금 중 600위안으로 책정)의 편법을 사용해 최저임금규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한, 경영상황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기업의 임금 기준으로 삼거나, 아예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
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2005년 허베이성(河北)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1개 기업 중
42%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 최저임금제도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통지(2007년)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파행적 행위들을 근절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임금 제도의 완성을 위해 노동사회보장부는 2007년 6월 다시 <최저임금제도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통지(

)>를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 언급과 사용자의 최저임금지불행위의 규범화에 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이 통지에 따르면, 각급 노동부문은 노조,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 등과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을
평가하고, 상관 인수의 변화 상황에 따라 적시에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통지를 통해, 노동사
회보장부는 최저임금분류등급이 불필요하게 많이 구분된 지역에 등급 수를 줄이도록 하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1회 조정한 지역, 최저임금 인상폭이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인상폭에 비해 낮
은 지역 및 현행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역에 재조정을 명했다.
기업행위의 규범화와 관련하여, 도급형식의 사용자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구체적 행위를 규범하
고, 기업경영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혹은 근로자대표대
3) 최저임금을 사회평균임금법으로 산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이 월평균 임금의 40~60%에 해당해야 한
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보통 빈곤인구의 평균 생활비를 이용하는 비중법과 최저식품지출 기준을 이용
하는 엥겔지수법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현재 두 방법의 과학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사회평
균임금법을 사용해서 최저임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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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논의를 거쳐 동의를 얻고 해당 지역 노동사회보장부문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매일
순찰, 투서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최저임금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감찰을 강화하고, 위
반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강조했다.

■ 기업임금조례 제정 준비 중
위 통지는 최저임금보장제도의 완성과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집행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장제도의 확립은
노동부문만의 통지와 의지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책정,
조정, 실행은 다른 정부 부문과의 협력하에 합리적인 임금기제 및 제도 활용 환경을 조성해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근로계약법과 노사쟁의처리법의 실시와 사회
보험법 입법 추진 외에도, 임금단체협상제도의 확산을 추진하며 동시에 기업임금조례를 준비하
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기업임금조례는 임금결정방식, 최저임금, 임금지불 및 특수 상황하의 임금지불,
임금의 거시적 조정, 법률책임 등 임금관련 주요 9가지 부분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으
며, 소득분배 행위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일반 근로자 임금의 정상적 인상기제
와 지불보장기제를 확립하는 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조례는 임금인상과 경제발전 및 물가변동 등
의 관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비정규직과 비전일제 근로자 등 특수근로자의 임금처리기준 및 휴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득분배 과정과 그 감독 감찰시의 의무와 책임소지를 규정할 것이다.
임금지도선4)의 법률화 및 기타 관련 정부 부문과 세부적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례 제정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2008년 핵심 업무로서, 연내에 초안 작
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부가 기업을 경제활동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여, 기업임금의 적정선에 대한 정부의 제안
을 발표하는 조치로, 현재 전국 29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활용 중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
로 최저임금 조정 시 참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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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제도완비 노력 : 임금단체협상제도의 확산
최저임금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홍보와 실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이외에도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사회 각계는 목소리를 높여 기업, 정부, 노조
외에도 통계부문이나 학자층을 흡수하여, 최저임금기준전문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기도 하고, 노
동력 밀집형 기업에 세금우대 혜택을 주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상 불균형적 임금인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
보다도 가장 필요한 제도는 노사쌍방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임금단체협상제도 확산 노력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각종 경제 법률 정보 및 필요한 행정 수단을 동원해 임금의 공동결정기제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근로자의 임금이 경제이윤과 기타 관련 인수의 변화에 상응하여 조정
되고 합리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이 제도를 통해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민
공과 파견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도 합리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 정부
는 2012년까지 각 업종의 기업이 임금단체협상제도를 확립하고, 정상적인 임금인상기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중화전국총공회의 2007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06년 말 전국에서 86만 2,000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53만 8,000개의 기업과 1억 1,245만 5,000명의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2005년 대
비 각각 14.3 %, 11.6%, 8.3%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중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겨우
52만 6,000개의 기업(3,714만 6,000명의 근로자)에 불과하다. 이는, 단체협상을 기피하는 기업의
소극적 태도와 이를 강제할 제도와 기구의 부재 때문이다. 노동법에는 단체협상이 기업의 선택사
항으로 명기되어 있고, 현행중인 최저임금규정(
지불잠행규정(

), 단체협약규정(

), 임금

) 등은 모두 행정 규정으로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제도상의

제약을 해결해야 함과 동시에, 임금협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국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확보하고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할 조직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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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집행력 강화 : 중국 노조의 역할 변화 요구
지난 5월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실시로 노조가 노동쟁의의 예방, 교육, 감독 및 노동 사법부문
과 함께 조정중재에 참여하는 등 더욱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 기업 내에서
노조 설립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에서, 동시에 노동쟁의조정중재나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야 하
는 노조의 실제적 역할과 기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의 개정과 기타 노동관련 제도
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일차적 필요와 더불어, 노조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제도 및 임금단체협상제도의 제정, 실행, 감독, 보완의 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
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노조가 법률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법률적 권한이 제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노조와 달리 단체협상을 진행한 경험도 많지 않아 기술적 부분에서
의 한계도 경시할 수 없다. 중화전국총공회는 2008년까지 전체 기업근로자의 60%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도록 제도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닌, 특정 제도의 주요
대상 근로자군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노조가 필요한 시기이며, 중국 노
조의 정체성 확립과 간부들의 인식 전환이 기본이 되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해야 할
시기이다.

■ 맺음말
양 날을 가진 최저임금보장제도 강화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들의 조바심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
는 실업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내수확대와 산업구조 재편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 기반과 노동시장 구조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임
금정책 위주의 규범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광둥성 노사보장청은 <2008년광동성
노동과사회보장사업발전계획>을 제정하고, 매년 12%의 임금인상을 통해 2012년까지 현재 임금
의 두 배의 임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7년 9월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
에 의하면, 광둥성 기업의 99%가 임금을 인상하였으나, 인상폭은 아쉽게도 9.3%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일련의 노동관련 정책들의 발표와 실시는 근본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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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평등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이루어 안정적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힘겨
운 노력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보장제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의 제정에
서 사회 제도의 확립에 이르는 과정에는 정부의 성급한 노력이 아니라, 제도 경험을 통한 적절한
수정 보완과 사회 전반적 제도 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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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 6월 11~12일, 페루 리마에서 APEC 교육부 장관회의 개최
2008년 6월 11~12일 페루 리마에서‘아시아태평
양 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공약’
이라는 주제로
APEC 교육부 장관회의가 열렸다. 장관들은 근로자
들이 더 높은 교육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으며, 비
판적인 사고와 창의력, 팀워크, 자기학습 등의 성향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페루의 교육부 장관이며 APEC 교육부 장관회의

- 수학과 과학 : 직업 불문하고 정보 및 기술 주
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둠.
- 직업과 기술교육 : 잦은 직업 전환과 기술혁신
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어교육 : 문화를 넘나드는 소통이 가능하
도록 함.
- 정보와 통신기술을 융합한 교수방법 익힘.

의장인 호세 안토니오 창 에스코베도(Jose Antonio

APEC 교육부 장관회의의 공동성명서 전문은

Chang Escobedo) 씨는“급속도로 상호의존적이 되

APEC 홈페이지(http://www.apec.org/redirect/

어가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2008_aemm.html)에 실려 있다.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며“오늘날의 학생들

�출처 : APEC 홈페이지, 2008년 6월 12일자,

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

‘Prepare Students for Rapid Change and

내고,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Cross-Cultural Interdependence, say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APEC Ministers’
, http://www.apec.org/

이를 위해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별 중
점 교육 사항이 제안되었다.

apec/news___media/media_releases/12060
8_pe_aemm.html

OECD : OECD-ILO 고용과 노사관계에 관한 회의
2008년 6월 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고용과 노

용과 노사관계: 세계화 경제에서 책임 있는 기업행

사관계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OECD는 매년 기업

동의 증진’
이라는 주제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공

의 책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에는‘고

동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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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 관련 사안에 대한 OECD와 ILO 협력 추진

- 책임 있는 기업행동으로서의 고용조건 향상과
노사관계 증진
- OECD 국가들과 비회원국의 관련 공공정책에

�출처 :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document/29/0,3343,en_2649_34889_400
11869_1_1_1_1,00.html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공유

OECD : 노동시장 남녀차별 여전히 심각
최근 발간된‘OECD 고용전망’
에 따르면 OECD

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같은 차별

회원국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이 여전히 심

을 해소하기 위해 OECD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

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

고하고 있다.

이 남성들보다 직업을 구할 확률이 20%나 낮으며,

-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장기투자

임금수준도 17%나 낮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

들이 남녀 구분 없는 동등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

수요를 증가시키고 차별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남녀차별에 대한 반차별

경쟁적 환경 조성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 반차별법의 실행 강화

있는 것이 사실이다. OECD의 앙헬 구리아(Angel

- 기업의 근로자 차별을 감시하는 별도의 기구

Gurría) 사무총장은“노동시장 차별은 여전히 큰 문

마련

제이다. 많은 기업에서 여성과 소수인종이 차별대

�출처 : OECD, 2008년 7월 2일자,‘Labour market

우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어떤 OECD국가에서는

discrimination still a big problem in OECD

소수인종 출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면접의 기회를

countries’
, http://www.oecd.org/document/

40~50% 정도 더 얻기도 하지만 다수인종그룹에 소

41/0,3343,en_2649_37457_40939753_1_1

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들이 구직에 성

_1_37457,00.html

공했다고 해도 다수인종그룹 출신보다 더 낮은 수

126_

<<

세계노동소식

유럽

폴란드 :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노동력 유인 위해 노력
최근 폴란드는 이웃국가로부터 근로자를 유인하

말했다.

기 위해 외국인 비자 수속 비용을 낮췄다. 이는 최근

폴란드의 실업률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편임

서유럽으로 빠져나간 노동력 부족을 채우려는 것이

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농업부문의 노동공급은 매

다. 이로써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 부족하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일부에

최대 3개월간 1년에 2번 폴란드에서 일할 수 있게

서는 2012년으로 예정된 유럽축구선수권대회(2012

된다.

UEFA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를 개최할

현재 폴란드 경제는 호황국면에 있지만 100만 명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행사 개최를 위해서

이 넘는 폴란드인이 영국 및 아일랜드 등지의 서유

는 새로운 경기장과 호텔, 그리고 도로 등의 기반시

럽국가로 떠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

설 건설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이 매우

고 있다. 이는 폴란드의 임금수준이 아직까지는 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를 위해 군인

유럽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 죄수들의 건설현장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

이에 폴란드 노동부는 이웃국가들의 근로자들을

이다.

유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자 수속비를 90% 낮추

�출처 : BBC, 2008년 7월 20일자,‘Poland acts to

었다. 노동부 홍보담당관인 카지미엘즈 쿠베르스

lure non-EU labour’
, http://news.bbc.co.

키(Kazimierz Kuberski) 씨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

uk/go/pr/fr/-/2/hi/europe/6909562.stm

방은 폴란드의 경제호황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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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방글라데시 이주근로자들, 쿠웨이트에서 파업 일으켜
2008년 7월 26일 쿠웨이트의 방글라데시 출신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할 것이라

이주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

고 약속하였다. 압둘라 알-로우미(Abdullah al-

으켰다.

Roumi) 대변인은“이주민이 쿠웨이트에서 근로할

세계 7번째 최대 석유 수출국인 쿠웨이트는 지

때 반드시 현지 기업의 스폰서십을 요구하고 있는

난 4월 11.4%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다. 이

현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
이라고 말

번 파업은 이처럼 최근의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일어

했다.

난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아시아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늦거나

인과 아랍인이며 쿠웨이트 320만 인구의 약 2/3에

혹은 아예 지불되지 않는 임금지급 행태와 나쁜 근

해당한다. 이 중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들은 약

로환경에 대항하며 파업을 일으켜 왔다. <아랍타

20만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청소업 등 저임금

임즈>는 이번 파업으로 6대의 자동차가 파괴되었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고 5명의 공무원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근로자들은 월간 50쿠웨이트디나르(한화 약

이번 파업을 유발한 쿠웨이트의 인플레이션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식료품 가격으로 앞으로 더욱

19만원)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이 중 사용자가 근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 명목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12쿠웨이트디나

�출처 : 1. 로이터, 2008년 7월 27일자,‘Asian

르(한화 약 4만 5천원)라고 한다. 이 파업현장에서

workers strike for better pay in Kuwait’
,

한 근로자는 월간 40쿠웨이트디나르(15만 2천원)

http://in.reuters.com/article/businessNews

로의 임금 상승과 2년마다 한번의 휴가를 요구하

/idINIndia-34700820080727

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출처 : 2. 알자지라, 2008년 7월 28일자,‘Kuwait

이 파업은 28일“정부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

ends violent workers strike’, http://

장할 것이나 폭력시위자들은 유형에 처해질 것”
이

english.aljazeera.net/news/middleeast/20

라는 정부 발표 이후 일단락되었다. 쿠웨이트 정부

08/07/2008728184251867912.html

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조건의 성실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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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보육 시설비 관련 보조금 제도 개혁
네덜란드에서는 보육 관련 보조금 제도가 개혁

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비공식 보육 제

되어 전반적으로 보육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

도들(조부모에 의한 보육 등)에 혜택이 돌아간 것

다. 그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

으로 밝혀졌다.

인데, 저소득층은 매달 약 5유로(한화 약 8,000원),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녹색당

중소득층은 약 15유로(한화 약 2만 4,000원), 그리

(Groenlinks), 사회주의당(SP), 자유민주당(VVD), 민주

고 연 소득이 9만 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 이상

66당(D66)은“이 개혁은 정당하지 않으며, 제도 변경

인 고소득층의 경우 약 65유로(한화 약 10만 6,000

에 의한 보육비 상승 정도는 내각에서 계산된 것보다

원) 정도의 보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다”
고 지적하였다.

이 외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보육 보

�출처 : 1. Trouw/ANP, 2008년 6월 20일자,

조금 관련 제도 또한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

‘ Lagere inkomens ontzien bij

시설이 아닌 가정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사용할 경

kinderopvang’, http://www.trouw.nl/

우 시간당 약 6유로(한화 약 1만 원)를 보조받을 수

laatstenieuws/ln_binnenland/article10184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많은 부분 아

85.ece/Lagere_inkomens_ontzien_bij_kin

이를 돌봐주는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돌아가고

deropvang

있다고 조사되었다. 변경된 제도에서는 조부모 등
에 의해서 주어지는 비공식 가정 보육의 경우 시간

�출처 : 2. Nos Journaal, 2008년 6월 20일자,
‘

Lage

inkomens

ontzien

bij

당 2유로 50센트(한화 약 4,000원)를 받을 수 있게

kinderopvang’, http://www.nos.nl/

되며,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보다 공식적인 가

nosjournaal/artikelen/2008/6/20/200608

정보육(thuis créche)의 경우에는 시간당 4유로(한

_kinderopvang.html

화 약 7,000원)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3. NU, 2008년 6월 20일 자 , ‘ Lage

이 같은 보조금 제도 개혁은 기존 제도하에서 예

inkomens gespaard bij kinderopvang’
,

상보다 많은 정부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육지

http://www.nu.nl/news/1621847/34/Lage_i

원 예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위해 마련

nkomens_gespaard_bij_kinderopvang.html

되었는데, 보육시설 보조금 개혁에 의해서 당초 예

�출처 : 4. NU, 2008년 6월 20일자,‘Dijksma en

상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007년의 경

oppositie ruzi?n over kinderopvang’
,

우, 정부는 전년도의 두 배를 지출해 예상보다 약 4

http://www.nu.nl/news/1628764/34/Dijks

억 7천만 유로(한화 약 7,803억 4천만 원)를 더 지

ma_en_oppositie_ruzi%EBn_over_kinder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제도는 여성의 노

opva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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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남녀간 임금격차 줄어들어
인적자원관리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머서

상승폭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임금격

(Mercer)와 민간조사기업인 ANP의 2008년도 임금

차가 가장 큰 직업은 방송통신분야의 과장 및 국장

지수 발표 보도에 의하면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작

급으로 약 15.7%의 임금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다. 구매(buyer)분야의 경우에는 반대로 여성들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남성에 비해 약 9.1%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같은 직급에서 일하더라도 네덜란드 남성

났다.

근로자들은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약 11.8%의

�출처 : Nu.nl, 2008년 7월 8일자,‘Verschil in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beloning tussen seksen kleiner’
, http://

는 그 전해의 18%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www.nu.nl/news/1646558/36/Verschil_in_b

임금상승률 면에서는 남성근로자는 3.68%, 여성근

eloning_tussen_seksen_kleiner.html

로자는 3.65%의 상승률을 보여 남성근로자의 임금

독일 : OECD 고용전망-독일의 고용률 개선의 명암
올해에 출간된‘OECD 고용전망’
에 따르면 독

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또한 이러한 불균등 현상

일의 노동시장 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타났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으로

이러한 고용기회의 불균등 현상에 대한 처방

드러났다.‘OECD 고용전망’
은 매년 OECD에서

책으로 OECD는 차별금지담당부서(Antidisk-

출간되는 연구보고서로서 이에 의하면 독일내 다

riminierungsbehörde)들의 권한 확대, 노동시장에

양한 인구 계층간에 고용기회가 상당히 불균등하

서의 차별로 인한 불만 요소들에 대한 각종 연구조사

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나

개시, 차별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이민자 계층에서 이러한 고용기회의 불균등이 심

조치 시행 등을 권고하고 있다. 비록 OECD가 독일의

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2세대 청년층 그룹의

차별금지법안(Antidiskriminierungs-Gesetzgebung)

고용률은 약 15% 정도로 이는 비이민자 청년층 그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불균

룹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

등 현상에 대해 적절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안 집행을

은 이러한 불균등 현상의 절반 이상은 교육수준의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의

차이로부터 기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

경우 차별금지 담당부서에 개별적인 불만요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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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를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 사용자연합의 노동시장 담당부서장인 유르겐 부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트케(Jürgen Wuttke) 씨는 이민자 자녀들 중 대부분

더욱이 차별금지법(Antidiskriminierungsgesetz)

이 실업계 중등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에

의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노조측에서도 추

진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정규교육 및 직

가적인 차별금지 처방책들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교육수준이 아주 낮은

있다. 금속노조인 IG Metall의 이주관할부서 담당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교육수

자인 나피즈 외쯔벡(Nafiz Özbek) 씨는 FAZ.NET

준(특히 언어능력결핍 등)이 고용기회 불균등의 가

과의 인터뷰에서 상당수의 법안들이 현재 당면한

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2007년 독일의 고용률은 OECD 평균치를 조금

재 전문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독일의 경우 미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독일의 고용률이 지난

처럼 전문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고 전환

10년 동안 개선되어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미하는 것이다. OECD 국가간 비교에서는 아이

이와는 반대로 독일 수공업중앙협의회(ZDH)는

슬란드, 스위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이 높은 고

추가적인 규제들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수공업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인 한스-에버하르트

독일의 고용률 증가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시간제

슐라이어(Hanns-Eberhard Schleyer) 씨는

근로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FAZ.NET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차별금지법안

설문 자료를 기초로 하는 표준 실업률(stan-

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공업

dardisierte Arbeitslosenquote) 통계치를 살펴보면,

부문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해당 근로자들의 교육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도에 10%에서 2007년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수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

에 8.4%로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로자들의 근로 및 자격능력이 문제이지 그들의 출

렇지만 이는 장기실업자들의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신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기

그리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다. 독일의 전체 실업자

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며 고용기회의 불

들 중에서 약 56%가 2007년도에 1년 이상 구직행

균등 문제는 이미 좋은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이

위를 하고 있는 장기실업자들이며, 이는 30% 이하

주민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간접적으로 시작되고

인 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비록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체 실업자 비율이 프랑스나 스페인과 비슷하게

이와 비슷하게 독일사용자연합(BDA)에서도 실질

나타나긴 하지만, 장기실업자들의 비율은 OECD

적인 문제점은 이민 2세대 청소년 계층의 교육수준

국가들 중에서 단지 슬로바키아만이 독일보다 높은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

것으로 나타나며 프랑스나 스페인의 장기실업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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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오히려 독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8년

23161FE44/Doc~E2691BD4BC0F14CDA

7월 2일자,‘OECD warnt vor, pro-

9F3996747139F63C~ATpl~Ecommon~S

blematischer Lage
“: Gute Jobchancen -

Med.html#4E41A9D06F634F40926CA4E

aber nicht für alle,’http://www.faz.

1D2CA8C34

독일 : 대연정 정부 최저임금법안 의결
독일 대연정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여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마련

군소 업종들(폐기물처리업, 간병서비스업 등)이 이
미 강행근로조건법 수용을 신청한 상태이다.

하는 데 합의했다. 독일 의회는 지난 수요일 강행근

최저임금제의 확대 시행을 위한 대연정 정부의

로조건법(Arbeitnehmerentsendegesetz)과 최저근로

합의에 대해서 숄츠 장관은“근로자들에게 이득이

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의 법개정

될 것”이라고 하였고, 앙겔라 메르켈(Angela

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현재까지는 독일 내에 일

Merkel) 독일 수상도 지난 수요일 의회 연설에서

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업종별 최저임금은 존재하

“이성적인 타협”
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볼프강 셔
이블레(Wolfgang Schäuble) 내무부 장관은“의회에

지 않았다.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노동사회부

서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명기된 협약자치

장관과 기사당 소속 미하엘 그로스(Michael Glos) 경

(Tarifautonomie)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제부 장관은 2007년 6월 대연정의 최저임금법안 의

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결 및 구성안에 대해 지난 수개월간에 걸쳐 의견차

대해 그로스 장관은“이번 타협안은 협약자치를 보

이를 조정해 왔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는 건설업,

장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소규모 노동조합들의

건물청소업 및 우편서비스업에 한해서만 시행되어

단체협약이 이로 인해 위협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

왔는데 차후에 어떤 업종에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제

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경쟁 및 고용 그리고 협약자

가 시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

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

다. 또한 파견근로업에 대한 강행근로조건법 적용

이라고 말했다.

여부에 있어서 대연정의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독일사용자연합(BDA) 디터 훈트(Dieter Hundt)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여지

회장은 대연정의 법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임금설정

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시설경비업과 6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새로운 강행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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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은 협약자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Die Linke)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일괄적인 법정

차원의 법규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무제한적으로 배

최저임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협

이번에 합의된 업종별 최저임금(Branchen

약의 적용범위가 낮은 업종들에게는 협약자치의 우

Mindestlohn) 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수단

선권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회 수속과

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강행근

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로조건법상의 규정에 따라 업종 내 단체협약 적용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

범위가 높은 사업장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일반

의장단의 클라우스 마테키(Claus Matecki) 씨 또한

적 효력선언을 통해 업종 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

“이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한 타협”
이라고 비판하

용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최저근로

면서 기독교노조 및 기타 소규모∙임시노동조합들

조건법상의 규정을 통해 단체협약 적용범위가 낮은

의 단 체 협 상 을 통 한 임 금 덤 핑 (tarifierte

업종들에는 업종별위원회의 협력하에 국가 차원의

Dumpinglöhne)의 존립이 보호∙유지되어야 할 것”

법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라고 주장하였다.

강행근로조건법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최소

정부 의원단의 노동정책담당 대변인인 사민당의

50% 이상인 업종에 적용된다. 이는 단체협약의 적

안드레아스 나레스(Andrea Nahles) 씨와 기민당의

용을 받고 있는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랄프 브라우크지페(Ralf Brauksiepe) 씨는 대연정 정

속한 업종의 전체 근로자들의 최소 과반수 이상을

부의 법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였

고용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강행근로조건법이

다. 나레스 대변인은“임금덤핑에 대한 단계적 승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 협약 당사자들의 신청을 전

리”
라고 밝혔으며, 브라우크지페 대변인은“대연정

제로 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선언(Allge

내의 합의는 소규모 노동조합들의 권리들을 보장할

meinverbindlicherklärung)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자민당(FDP)은 반대

체협약위원회(3인의 사용자 대표와 3인의 노조 대

의사를 표명하며“대연정 정부의 이번 의결은 일자

표로 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리 축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저숙련 근로자

최저근로조건법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적용범위

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비판하였

가 50% 이하인 업종에 적용된다. 동법에 의하면 최

다. 녹색당(Die Grüne) 측에서는“최저근로조건법에

저근로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7명의 전문가들로

따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에 사회

미용업과 같은 업종에서 협약자치를 통해 최저임금

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해당 업종에 최저근로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저임금의 형성을 막

임금이 설정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지는 못할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독일 좌파정

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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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여기서 임금의 최저하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8년

한선이 결정되게 된다. 전문위원회에서 합의한 최

7월 16일자,‘Koalition einigt sich: Kabinett

저임금안이 노동사회부의 승인을 얻게 되면 이 안

beschlie�t Mindestlohn-Gesetze,’http://

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법규정으로 공표되게 된다.

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

이의 실행일인 7월 16일까지 현존하는 단체협약상

A8DC6C23161FE44/Doc~E7849A6D052

의 임금규정은 최저근로조건법을 통해 결정된 최저

C74064AD461B424E44B9A5~ATpl~Eco

임금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mmon~Scontent.html

스웨덴 : 시내버스 파업
지난 4~5월에 걸친 보건업 종사자들의 파업에 이

라고 예상된다.

어 이번에는 스웨덴 시내버스 기사들이 파업에 돌

지방자치정부 소속 운전기사 노동조합은 22개월

입하였다. 사실상 파업 예고는 스톡홀름 시와 스웨

간 1,600크로나(한화 약 26만 7,000원)의 임금인상

덴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시내버스 노선에 근무

을 요구하고 있고, 버스 노선이 50km보다 짧은 노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해당되며 스톡홀름 시내 및

선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당해 근무시간과 다음 근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6,000명의 기사들이 7월 1일

무 시간 간 11시간 동안의 휴식 시간(하루 근무시작

자로 제일 먼저 파업에 돌입하였다.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 전체 13시간의 근무)을 요

스톡홀름 시내 및 시외버스의 파업은 사실상 여

구하고 있다.

름 휴가 기간과 겹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수는 적

스톡홀름 시내 버스는 지방자치정부와 민간 운수

지만, 시외에서 시내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대체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민간 운수회사 소속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운전기사들은 지방자치정부 소속 운전기사와의 대

전체적으로 하루 약 25만 명에 해당하는 스톡홀름

등한 근무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과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스톡홀름을

�출처 : Svenska Dagbladet, 2008년 7월 2일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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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평등법안 초안 발표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량은 직원들이 서로의 연봉을 묻는 것을 금지시

활발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뛰어나다고

키고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하먼(Harman) 장관은

인정받는 영국에서도 여전히 구조적이라 볼 수밖에

연봉 공개를 꺼리는 영국의 기업문화가 성별 임금

없는 구직 중 또는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격차를 유지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공공부문에서는 13%, 민간부

기업들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별 임금격

문에서는 22%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의 장애인은 비장애인

둘째로, 사용자들은 동일한 능력을 갖춘 구직자

보다 실업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2.5배나 높다. 또한

나 진급 대상자 중 여성 및 소수민족 출신을 우선적

소수인종 출신 구직자는 다수인종 출신 구직자보다

으로 뽑을 수 있다. 즉 현재 구조적으로 심하게 뒤틀

직장을 구할 확률이 20% 정도 낮다. 영국에서는 이

린 성별 간, 인종 간의 근로조건의 균형과 회복을 위

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차별금지법이 존

해 성과 인종에 기초하는 역차별을 합법화하는 것

재해 왔으나 차별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와

이다.

중에 최근 또 다른 차별 극복의 시도의 일환으로 각

셋째, 고용심판원(Employment Tribunals)은 기

종 차별금지법들을 보완하고 단순화시키는 평등법

업들의 평등 정책(equality policy)을 변화시키거나

안(equality bill)이 제안되었다.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심판원에서

이 법안의 눈에 띄는 특징은 우선 정부와 공공기

기업과 근로자 간 차별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자가

관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있다. 사회적 계급 및 인종

승소할 경우 심판원은 해당 기업의 평등 정책에 대

에 상관없는 고용과 진급에 관한‘평등의무(equality

해 적절한 수정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기업

duty)’
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부여되었고, 국책

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분쟁사항이 재차 발

사업에 입찰하는 사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

생할 경우에는 심판원은 더욱 강한 재제를 가할 수

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성

있게 된다.

별 임금격차, 소수민족 출신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

노동총연맹은 법안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법안

자의 고용수준에 대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평등법의 완전한 이

하며,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이를 따라야

행을 위해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

한다.

계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임금격차, 인종,

영국에서는 연봉이나 임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장애 여부에 따른 고용수준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기업들의 4분의 1

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업에 또 다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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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하는 것이며, 여성이나 소수민족 출신 근로

하지만 하먼 장관은“법안의 일부 내용이 논쟁거

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리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의 고착화된 차별을 타파

한 여성이나 소수민족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승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논란은 감수해야 한다”
고

기회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피부색과 성별에

밝혔다.

기반한 또 다른 차별이라며 비난했다. 영국 상공회

�출처 : 퍼 스 널 투 데 이 , 2008년 6월 26일 자 ,

의소 역시“기존 법률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Equality Bill first draft laid before

진 법안이 공공사업 참여시 통계를 만들어 제출하

parliament’
, http://www.personneltoday.

게 하고, 역차별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사안을 더

com/articles/2008/06/26/46483/equality-

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bill-first-draft-laid-before-

입장을 표명했다. 공인인사개발연구소도 이 법안이

parliament.html

지닌 역차별의 불법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영국 :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영국에서는 지금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

과 경험이 있음에도 학습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

할 기회를 주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자선기

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맨캡은 하트 씨의

관인 맨캡(Mencap)은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이력서와 포스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고용 여부

2/3가 일하고 싶어하는데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이

를 조사했는데 98%가 행정업무에 적합하다고 응

들 중 10%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답하며 하트 씨가 학습장애가 있다는 것에 큰 놀라

한 조사에 의하면 영국 내 65%의 사람들은 이들

움을 표시했다. 하트 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 일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맨캡의 조 윌

너무 어렵다고 토로하며“사용자들이 학습장애가

리엄스(Dame Jo Williams) 대표는 학습장애가 있더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걸 너무 두려워

라도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있으면 직장에서 중요

한다”
고 밝혔다.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맨캡은

학습장애는 중추신경기능의 불균형이 원인인데

‘일하고 싶어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사용자들

이러한 불균형은 선천적 장애, 임신 또는 출산 당시

에게 학습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권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

유하고 있다.

은 영국에 거의 1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케이티 하트(Katie Hart) 씨는 여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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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ed to help people with learning

guardian.co.uk/society/2008/jun/19/mental

disabilities into work’, http://www.

health.disability

영국 : OECD, 영국의 실업률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OECD는 영국의 실업률이 신용불량과 주택시장

있다.

의 불황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또한 임금증가가 급속도로 둔화될 것

OECD 연간 고용보고서는 이로 인해 현재

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현실에 일부 반

5.4%(164만 명)의 실업률이 내년 말에는 5.8%(180

영되고 있다. 임금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

만 명)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

득 데이터 서비스(Incomes Data Services)는 평균

면 영국의 실업률은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

임금상승률이 지난 3개월 동안 3.8%에서 5월에는

소해 왔으며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3.5%로 하락했으며, 또한 민간부문의 평균 임금상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실업

승률은 3.8%인 반면, 공공부문의 임금상승률은 계

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속 하락하여 평균 이하인 3% 미만까지 이르렀다고

건설업과 부동산업계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밝혔다.

재무장관인 알리스터 달링(Alistair Darling) 씨는

한편 2006년 말 이후로 3.5%의 평균 임금상승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2%, 내년에는 2.5%

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

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OECD는 이보다

고 임금상승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훨씬 낮은 올해 1.8%, 내년에는 1.4%로 경제성장이

있다.

둔화된다는 가정으로 실업률을 추계하였다. 또한

�출처 : 가디언, 2008년 7월 3일자,‘OECD: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주택시장의 둔화와 신용

Thinktank predicts Britain’
s unemployment

불량의 역풍을 맞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에 영향을

will rise by more than 100,000’
, http://

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www.guardian.co.uk/uk/2008/jul/03/welfar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e.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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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정부, 이익분배제도 확대를 통한 근로수입 증진 방안 제출
6월 23일 정부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증가를 위

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윤분배제도를 도입하는

해‘근로수입 증진을 위한 방안(Avant-projet de

기업에 대해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loi en faveur des revenus du travail)’
을 제출하였

포함되어 있다. 이 면제분은 분배된 상여금 총액의

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립과 기업의 이

20%까지 가능하다. 또한 현재 25% 가량의 기업이

익분배제도(intéressement) 도입 유도를 그 내용으

의무로 되어 있는 연간 임금교섭제도를 시행하지

로 하고 있다.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업에서 의무임금교섭을 실행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무회의에서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제공되는 기업주 분담금 면제

전국단체교섭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분의 10%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égociation collective : CNNC)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출처 : 르몽드, 2008년 6월 23일자,‘Minima

시행령(Décret)을 통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sociaux: le gouvernement cherche à

를 최저임금 책정의 현대화를 위해‘최저임금위원

encourager l’
intéressement des salariés,’

회(commission du smic)’
라는 별도의 자문기구를 둔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0

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

8/06/23/minima-sociaux-le-

른 인상 기준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기업 임금협상

gouvernement-cherche-a-encourager-

시 노사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

l-interessement-des-

으로 매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 조정 날짜를 2010년

salaries_1062014_823448.html#ens_id=10

부터 1월 1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7092

한편 기업 내 이윤분배제도 도입의 활성화를 위

프랑스 :‘사회적 민주주의의 쇄신과 근로시간 개혁에 관한 법률’통과
2008년 7월 24일‘사회적 민주주의의 쇄신과 근

로 입안하는 내용과 정부가 제안하여 노조의 반발

로시간 개혁에 관한 법률(loi sur la rénovation de la

을 샀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혁을 담고 있다. 주

démocratie sociale et la réforme du temps de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ravail)’
이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이전에 공표될 전망
이다. 이 법률은 지난 4월 맺어진 노사협약을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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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 직업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

22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데

율을 얻은 노동조합만이 교섭에 참가할 수 있

있어 근로감독관의 허가가 요구되던 것을 근로

는 대표성이 주어진다. 기업수준의 교섭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가능하게 하였다.

근로자 10% 이상의 지지를 얻은 노조, 산별 및

�보상휴일 : 이전에 추가근로시간에 대해 의무

전국수준 교섭에는 8%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적으로 휴일로 보상하던 보상휴일원칙을 폐지

노조만이 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

하고 교섭사항으로 전환하였다.

�협약의 승인 : 교섭에서 협약은 적어도 30% 이

�포괄근로시간제도 : 주로 관리직 근로자를 대

상의 직업선거 지지율을 획득한 노조(들)의 서

상으로 추가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

명이 있어야 하며, 5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

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근로일수를 중

한 노조(들)의 반대가 없어야 인정된다. 한편,

심으로 계약하는‘포괄근로시간제도(régime du

근로자 200인 미만의 기업에 한해 노조 대표의

forfait jours)’
에서‘35시간 근로제도’
로 바꾸어

원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 소속이 아닌 근

보상휴일에도 사용자가 근무를 요구할 수 있도

로자선출위원과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록 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노사단체 재정의 투명성 확보 : 단체의 재정수

게 연 235일까지(이전엔 218일) 근무를 요구할

입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용자∙근로자 단체는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282일까지

의무적으로 감사원(commissaire aux comptes)

확대될 수 있다.

을 두도록 하였다.

�출처 : 르몽드, 2008년 7월 23일자,‘Temps de
travail et la démocratie sociale : ce qui va

근로시간 개혁 관련 사항

changer,’http://www.lemonde.fr/societe/

�추가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35시간(연

article/2008/07/23/temps-de-travail-et-

1,607시간)으로 유지하되, 이전에 산별수준에

la-democratie-sociale-ce-qui-va-

서 결정되던 추가근로시간 제한사항을 기업수

changer_1076571_3224.html

준의 교섭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전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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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도 : 조종사연합, 비행시간 연장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
인도 조종사연합은 조종사 근무시간에 대한 새

심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근무

규정을 보류하고 있는 인도 민간부문 항공부 사무

시간 규정의 변경 적용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

총장(Director General of Civil Aviation: DGCA)의

절감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정에 대해 봄베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종사연합측 변호사는 DGCA가 조종사연합 위

지난 5월 DGCA는 비행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해

원회와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부하고 있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인도 항공사들에 통보했고

다고 밝혔다. 조종사연합은 1990년 이후로 인도 항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조종사 근무시간과 비행시

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비행 스케줄이

간에 관한 2007년 최근 규정 대신 이전 규정을 적

많아지면서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이

용했다.

에 따라 근무시간 사이에 적정한 휴식이 필요하게

이에 인디아 에어라인(India Airlines), 에어 인디아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07년 7월에 도입된 새

(Air India), 제트 에어웨이(Jet Airways)의 조종사연합

로운 규정들이 이미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단계를

으로 구성된 조종사연합 행동위원회(The pilots joint

거쳐 마련되었음을 언급했다.

action committee)는 근무시간 연장과 휴식시간을

�출처 :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2008년 6월 19일자,

단축시킨 인도 민간 항공부와 사무총장의 결정에 이

‘Pilots move HC over extension of

의를 제기했다. 조종사연합은 이전 규칙으로의 복귀

working hours’, http://www.financial

가 장기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승무원을 지치

express.com/news/Pilots-move-HC-

게 하여 비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over-extension-of-working-

다. 이들은 휴식시간이 조종실에서의 집중력과 경계

hours/324959/

인도 : 구직자의 30%, 이력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인도의 주요 구직자 신원조회 전문기업 3개 사

직자의 이력서 위조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India Forensic Research, First Advantage사 등)가

30%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에 걸쳐 인도 전역의 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력서 허위작성 수위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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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속이는 것에서부터 성적을 포함한 각종 증명
서 위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피해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 어드밴티지사는 금융업계와 보험업계에

최근 인도 내 외국계 은행 직원 6명의 신용카드 사

서는 1/3, IT 업계는 1/4, IT관련 서비스 업계에서는

기 사건의 범인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은

1/6 가량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을

행 입사 당시 이력서에 자신들의 경력을 허위로 작

속였으며, 이사와 부사장을 포함한 고위관리직도

성했으며, 은행 입사 이전 직장도 이력서를 허위로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작성하여 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최대 컨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소프트웨

턴트 회사인 타타(Tata) 컨설턴트사의 콜카타

어∙서비스기업협회(NASSCOM)는‘국가기술자 등

(Kolkata) 지부는 허위 이력서로 입사한 약 20명의 직

록부(National Skills Registry)’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일주일 동안 모든 신입

이는 전문적인 검증을 거친 구직자들의 인적 사항과

사원들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인도의 신원조사 기업인 인디아포렌식 리서치

2007년 말 기준 NSR에 등록된 인원은 16만 명이다.

(India Forensic Research)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출처 : 1. Business-Standard, 2008년 7월 13일자,

부정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로 이어지면서 인도

‘IT firms have no place for a fake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매년 400억 미국달러(한화

resume,’http://www.business-standard.

약 40조 4,400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전했

com/india/storypage.php?tp=on&auton

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신원조회 전문

o=42021

기업인 퍼스트 어드밴티지(First Advantage) 사는 지

�출처 : 2. Hindustan Times, 2008년 7월 14일자,

난 15개월 동안 150만 건의 신원조사 결과를 바탕

‘3 in 10 people lie to get a job: research,’

으로“지난 2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이력서를 위조

http://www.hindustantimes.com/StoryPa

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더 큰 사기를 칠 가능성이 크

ge/StoryPage.aspx?sectionName=Busine

다”
라고 밝혔다. 퍼스트 어드밴티지사의 서아시아

ssSectionPage&id=36af1629-da81-

지부장은“허위 이력서 작성은 2006년에 16~17%

469d-b79b-bb6dc8756f55&&Head

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7 1월~2008년 3월 동안

line=3+in+10+people+lie+to+get+a+

30%로 증가하였다”
고 말했다.

job%3a+research&strParent=strParentID

일반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은 IT 및

�출처 : 3. Yahoo News, 2008년 7월 14일자,‘3 in

IT 관련 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계에서 큰 문제

10 people lie to get a job: research,’http://

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6개월간 소비

in.news.yahoo.com/32/20080714/1053/t

재업종, 각종 외식산업을 포함하는 소매업, 헬스케

nl-3-in-10-people-lie-to-get-a-

어(healthcare) 및 관광산업에서의 기업 사기로 인한

job-rese.html?prin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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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최저임금 중장기적으로 인상 합의
일본의‘성장력 향상 전략추진 원탁회의(이하

이제까지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후생노동성의 최

원탁회의)’
는 6월 20일 최저임금 책정에 관해 소

저임금심의회에서 진행해 왔던 것에 비해, 이번에

규모 사업소의 고졸 초임의 최저임금 수준과 균형

범정부 차원의 원탁회의에서 최저임금 목표 설정이

을 감안하여 앞으로 5년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소규모 사업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금액 설정은 원탁회의 결정

소의 정의에는 노사의 의견이 달라 구체적인 목표

을 반영하는 형태로 최저임금심의회와 각 도도부현

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의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논의된 후 결정될 것으

인상 목표를 명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 받아

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각 도도부현

들여지고 있다.

별로 결정되고 있다.

원탁회의는 2007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성

�출처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 2008

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향상하고 근로자 전체의 소

년 6월 25일자,‘最低賃金の中長期的な引

득∙생활수준을 올리면서 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き上げで合意／成長力底上げ円卓 議,’

위해 정부 내에 설치된 회의로, 경제 전문가, 노동 관

http://www.jil.go.jp/kokunai/mm/roushi/20

련 장관, 노사대표, 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80625.htm

일본 : 일용파견 원칙 금지 등 파견법 규제강화 개정 움직임
일본에서는 1999년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여 파

으로 규제강화를 위한 파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

견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였다. 즉 이전에 26개 업

고 있다. 7월 8일 여당인 자민당이 파견법 개정 내용

종에 한정하였던 파견대상을 의료, 건설, 항만 등 특

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수는 크게 증가하였다(도표 참조).
최근 이처럼 급속히 증가한 파견근로에 대해 규

- 첫째, 일용파견은 통역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
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일용파
견이 보편화되어 있고 근로자 보호에 문제가

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008년 6월 8일, 어느 파견근로자가 동경 아끼하바

- 둘째,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등록형 파견근

라에서 17명을 살상한 사건(그중 7명 사망)의 영향

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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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정을 꾀한다.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셋째,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파견사용주의
산재방지 책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민당은 위와 같은 파견법 개정안을 올해 가을
에 개최될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 넷째, 파견회사에 수수료 공표를 의무화하며

파견근로자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

특정 기업에게만 근로자를 파견하는 전용 파견

으로 보인다.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출처 : 자민당 홈페이지, 2008년 7월 8일자,‘
者派遣制度の見直しに する提言,’http://

- 다섯째, 불법파견을 반복하는 경우 보다 강력

www.jimin.jp/jimin/seisaku/2008/seisaku-

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020.html

- 여섯째, 불법파견을 한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지도∙감독∙강화를

파견사업주, 상용사업주, 파견근로자수의 추이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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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후생노동성 (2008),「노동자파견사업 2006년도 사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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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쭈싼지아오(珠三角) 지역 노동분쟁 증가, 홍콩계 기업 비율이 많아
2008년 1월 1일‘노동계약법’
이 시행된 이후 광

동집약형 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는 쭈싼지아오 지

)법원과 중재부문이 수리한 노동분쟁 사건

역에서의 노동분쟁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광둥성 노동쟁의 중재위원

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광둥 지역에서만 발

회 관계자는 전체 노동분쟁 사건 중 외자기업인 싼

생한 노동분쟁 사건 수는 전체의 1/4을 차지하는

둥(

: 수탁가공, 주문식 가공, 부품

라이이부(

수입조립 및 보상무역 방식) 및 삼자기업(

것으로 나타났다.
신노동법 시행을 전후로 일부 홍콩계 기업들은

: 독자, 합자, 합작기업)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이 차

배치전환, 계약해지 및 정리해고 등의 방법을 통해

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홍콩, 마카오 및 대

위법 비용을 줄이거나 고용 관련 위험를 피했지만,

만계 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

권리의식이 높아진 근로자들은 신법을 근거로 연

어 홍콩계 기업에서 노동분쟁 사건이 크게 증가하

장수당, 사회보험 및 경제보상금 등을 요구했다.

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몇몇 홍콩계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발표한 노동분쟁

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이전하는 바람

사건에 관한 최근 조사보고서에서 올 1/4분기 쭈

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많아져 쭈싼

싼지아오(珠三角)지역 법원이 수리한 노동분쟁의

지아오 지역에 있는 홍콩계 기업에서의 노사갈등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선전(

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 시에서 수리된 사건

홍콩공업총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쭈싼지아오

은 각각 4,347건, 3,559건, 2,280건인데 이는 동기

지역에 위치한 홍콩계 기업 중 절반 이상이‘노동

대비 각각 126%, 132%, 92% 증가한 것이다. 선전

계약법’시행 이후 10% 이상의 비용 증가를 경험

(

) 시의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수리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둥 노동쟁의 중재위

노동분쟁 사건은 동기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원회 관계자는‘노동계약법’시행은 위법 기업의

나타났다. 특히 홍콩계 기업이 밀집해 있는 동�,

비용만 크게 증가시켰을 뿐 일반 기업의 비용 증가

선전 시 등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은 작년 대비 2배

분은 전체 비용의 2%를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 증가하였다.

�출처 :

), 동�(

), 광저우(

, 2008년 6월 3일자,‘

광둥성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관계자의 분석에

,’

따르면‘노동계약법’및‘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이

http://www.chinanews.com.cn/ga/fzsj/news/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많

2008/06-03/1270867.shtml

은 위법행위가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고, 특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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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베이징(北京) 시‘노동과 사회보장국’2008년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6월 10일 베이징(北京) 시‘노동과 사회보장국(

지 않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징 시 최저

)’
은 임금인상률의 기준선을 11.5%

임금 기준인 월 730위안(한화 약 10만 8,000원)보다

로 하는 2008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한편 최근 2년간 임금인상률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은 전년대비 2% 증가한

매우 높았던 기업은 노동부문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08년도 임금은 다소 증가할 것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문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으로 보인다.

생산현장 및 기술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베이징 시‘노동과 사회보장국’
의 발표에 따르면

경영자들의 임금만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

2007년 베이징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만 9,867위

고 있다. 최근 2년간 현장근로자와 기술근로자들의

안(한화 약 519만 7,000원)으로 동기대비 10.44% 증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거나 소폭으로 인상된 경우,

가했고, 증가폭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2007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당해 기업 중간관리자의 평균

년도 도시 실업률은 1.84%였는데 이를 근거로 2008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년 베이징 시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선 11.5%,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강제적인 규정은 아

상한선 16.5% 및 하한선 3.5%로 결정되었고, 생산

니지만 기업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

경영이 정상적인 기업, 기업이윤이 빠르게 증가한 기

고자료가 된다. 다만‘임금단체협상제도(

업 및 당해 연도 기업이윤이 하락하거나 적자인 기

1)
)’
하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 또는

업은 이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임금조정을 할 수 있

직원대표 측이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다. 베이징 시‘노동과 사회보장국 임금처’
는 물가수

될 것이다.

준이 크게 상승했는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제

현재 베이징 시에는 약 2,000~3,000개 기업이

임금은 하락한 것과 같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

‘임금단체협상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약

선과 상한선은 큰 폭으로 상승한 물가수준을 감안하

1,000개의 기업이 추가로 시행할 계획으로 이는 주

여 작년 대비 2% 상승된 것이라고 밝혔다.

로 각급 노동조합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최

1) 임금단체협상제도라 함은 경영자와 노동조합

대한 고려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기업의 일

혹은 직공대표가 단체협상을 통하여 임금분배

반직원 임금수준을 임금인상률의 근거로 삼고 있

방안 및 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소재지

다. 즉 기업이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

현( )노동부문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 관리인원의 소득데이터는 제외돼야 하며, 기업

�출처 : 新京 , 2008년 6월 11일자,‘

경영이 적자이며 임금지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조

11.5%,’http://www.thebeijingnews.com/

또는 직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임금인상을 하

news/beijing/2008/06-11/011@0715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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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월마트 노조,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션양(

) 월마트백화유한공사 노조는 7월 14

34조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완성하였다. 이 협약의

일 월마트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요 내용은 2008년, 2009년 각각 전년대비 8%의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소매상인 월마트가 중국에

임금을 인상하고, 매년 12월에 사용자와 노조가 임

서 경영하는 100여 개의 지점 중 근로자와 체결한

금협상을 하며, 최저임금은 션양 시 최저임금보다

최초의 단체협약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급휴가, 사회보험,

법률규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노조 대표와 사
용자가 근로보수, 근로시간, 휴식휴가, 근로안전위
생, 보험복리 등의 사항에 대해 체결하는 단체협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명
확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션양시총공회 쥐셔우리(

) 주석은 션양 월

이다. 이번 단체협상은“법률, 법규, 규정 및 중국

마트노조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 체결은 월마트

의 관련규정 준수, 상호존중, 평등협상, 성실수행,

라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중국 근로계

평등합작 및 양측의 합법권익을 고루 고려하고 지

약법 실시에 성실히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

나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는 원칙하에 진행된

준 것이며, 월마트가 중국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이

것으로 알려졌다.

익을 공동으로 협상∙해결하는 분위기를 주도해

션양 월마트노조는 단체협상법 규정에 따라 5월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양

28일 월마트 사용자측에 단체협상을 제기하고 정

측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식으로“단체협약 초안”
을 전달하였다. 이후 리아

�출처 : 1.

오닝통방법률사무소(

, 2008년 7월 15일자,‘

)는 월마

,’

트중국투자유한공사(이하 월마트중국)에 관련 서

http://www.cnss.cn/xwzx/zhxw/msxw/200

류를 전달하였고, 월마트는 곧바로 본사의 위임을

807/t20080715_194852.html

받아 7월 4일 노조에“가능한 한 빨리 법정절차에
따라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 2.

, 2008년 7월 15일자,

‘

노사 양측은 7월 14일 오후 4시부터 근로보수,
임금인상률, 유급휴가, 사회보험, 노동보호 등 근

,’http://www.acftu.org/

로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중심으

template/10005/file.jsp?aid=78052&key

로 5시간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11장

word=

146_

<<

세계노동소식

북미

미국 : AFL-CIO, 오바마 지지 공식 선언
미국 노동총연맹 산별 회의(Americn Federation of

대한 반대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비록“오바마 후보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

는 근로자를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AFL-CIO)는 지난 목요일 예상대로 버락 오바마 후

정치를 해왔다”
며 오바마 후보의 진정성에 대해 의

보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만장일치로 이

심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공화당 후보와 오바마 후

뤄진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는 2억 달러(한화 약

보를 비교했을 때 워낙 차이가 분명해 오바마 후보

2,007억 원) 상당의 정치 후원금을 지원받게 되었

를 지지하는 것으로 쉽게 결정되었다. AFL-CIO는

다. 이로써 오바마는 미국의 양대 노동조합, 즉 900

“그동안 오바마 후보는 친근로자적인 정책에 98%

만 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진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

지지해 왔으나, 매케인 후보는 고작 16%만 지지해

연합 AFL-CIO와 이미 열렬한 지원을 하고 있는

왔다”
고 밝히며,“두 후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

600만 명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승리를 위한 변

바마 후보는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하다”

화(Change-to-Win: CtW)’
의 지원을 받게 되어 3

고 발표하였다. AFL-CIO의 캐런 에커만 씨는

억 달러(한화 약 3,010억 5천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

“AFL-CIO는 우선 향후 2개월 동안 오바마 후보를

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AFL-CIO의 결정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조합원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한 뒤 오바마 후보에
게 투표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개시할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양측 후보가 치열한

것”
이라고 말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오바마에게 큰 힘이

�출처 :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2008년 6월 26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AFL-CIO Makes Obama Endorsement

원래 AFL-CIO는 중립을 유지하여 왔으나 많은

Official’, http://www.sfgate. com/cgi-

산하 노조들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해 왔다.

bin/article.cgi?f=/n/a/2008/06/

하지만 오바마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이후로 특별

24/politics/p081217D52.DTL&hw=labor&

한 논쟁 없이 곧 오바마 후보 지지가 결정되었다. 이

sn=001&sc=1000

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상대 후보인 매케인 후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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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6.55 달러로 인상
7월 24일자로 미연방 최저임금이 0.7달러(한화 약

이 한 차례 더 인상되면 5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

700원) 오른 6.55달러(한화 약 6,600원)로 인상됨에

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고, 이에 일부 소규모 기업들

따라 약 200만 명의 미국인들의 급여가 오르게 될

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인상분을 상쇄하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간당 5.85달러(한화 약

위하여 제품 가격을 올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5,900원)에서 6.55달러(한화 약 6,600원)로의 인상은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이 소비자의 제품 가격에 영

2007년 법에 의해 규정된 세 번의 연간 인상 가운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인 글

두 번째에 해당된다. 내년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

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브라이언 베튠

당 7.25달러(한화 약 7,300원)로 책정될 것이다.

(Brian Bethune) 씨는“이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활비의 인상

농업 인력의 임금인상을 유발하여 식료품 가격을

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미국경제

한층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는 1991년 이후 가장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기업은 적은 수의 근로자로

다. 에너지 가격은 거의 25%나 상승하였고, 식료품

최적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임금이 크게 상승

가격은 5% 이상 오른 것이다. 테네시 주 내슈빌의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세차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월터 제스

이처럼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이“임금-물가의 악

퍼(Walter Jasper) 씨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계에

순환적 상승(wage-price spiral, 가스나 식료품 등 생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비싼 가스 값과 식료품 가격

활비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요구

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회사가 제품 가격을 올리

출근할 때 이용하는 버스 요금도 이번 봄에 4달러(한

는 원인이 되며, 이를 통해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촉

화 약 4,000원)에서 4.8달러(한화 약 4,800원)로 이미

진하는 현상)”
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른 상태이다.

또한 음식점과 다른 서비스 영역 등 대부분의 기업에

또 다른 이유로 대부분이 이번 연방 최저임금 인

서는 이미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

상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으므로, 이번 연방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국 경제에

예상하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는

Institute)는 미국의 23개 주와 콜럼비아 지역구는 이

것으로 보인다.

번에 새롭게 책정된 연방 최저임금 규정보다 높은

�출처 : 워싱턴포스트, 2008년 7월 24일자,‘Federal

최저임금제를 부과하는 법안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minimum wage rises to $6.55 today,’http://

이 23개 주와 콜럼비아 지역구는 미국 근로자의 약

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

60%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 최저임금

article/2008/07/24/AR2008072400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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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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