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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스포츠, 스포츠 산업, 그리고 인력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었던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우생순’
이라는 애칭을 갖게 된
우리나라 핸드볼 대표팀의 마지막 3~4위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으며, 거
의 매 게임을 가슴 조리고 보았던 야구 대표팀의 우승에 이르는 과정은 왜 스포츠를‘각본 없는 드
라마’
라고 부르는지를 잘 알게 해주었다. 더욱이 0.01초의 차이로 1, 2위를 다투었던 육상과 수영에
서는 인간 한계의 벽이 연이어 깨지는 모습을 보며 환호하였다. 스포츠는 이렇게 관람을 통해 즐거
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직접 참여를 통해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는 등 사회적 역할이 매우 크다.
스포츠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산업화 시점이 늦었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인 산업으로서는 물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뚜렷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산업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이며 따라서 그 범위
를 한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본과 프랑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 목적이나 국
가별로 스포츠 산업의 정의와 범위 및 구분은 다르다. 하지만 크게 보아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선
수들이 공급하는 경기라는 서비스를 관객 혹은 시청자들이 소비하는 행위나 스스로 스포츠에 참
여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은 올림
픽 등과 같이 실제 경기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업, 올림픽 후원사와의 계약, 참가
선수들을 활용한 마케팅 등 스포츠 마케팅업, 각국의 방송서비스 등 스포츠 미디어 산업, 주 경기
장 건설∙운영 등 스포츠 시설업, 각종 용구 및 계측기계 등 스포츠 용품업 등 1차적으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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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산업들과 스포츠관광 산업, 스포츠문화 산업, 스포츠 의학∙과학 산업, 스포츠IT 산업
등 2차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들로 구성된다.
스포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명승부를 보여주는 주체도 운동 선수이며 이
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지도자,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 경기를 열고 운영하는 연맹과 협회, 구
단과 마케팅 회사 등 대부분의 스포츠 산업을 구성하는 주체와 단체들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력, 기획력과 창의력, 소통 능력 등 기계나 장비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의 노동이다. 따라
서, 사회에 즐거움과 건강을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 이외에 여타 산업과 연계를 통해 경제적 기능
도 커지고 있는 스포츠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
는 인력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럽∙일본 등 해외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스포츠 분야가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한 것
은 최근의 일로, 지금까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아 이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범위를 어디
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조차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007년 7월에 유럽
연합(EU)이 스포츠에 대한 백서를 채택하여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 스포
츠 조직을 주요 3개 부문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선수 대리인 등 스포츠 산업의 주요 인력에 대
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특정서비스 산업 통계월보를 통해 피트니스
분야에 대한 고용 통계를 정기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최근 들어 스포츠 선진국들이 스
포츠와 스포츠 산업 분야의 인력 및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
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대중적 인기도 등 종목별 특성, 직군
별 특성에 따라 고용 특성이 달라진다. 또한 국가별 스포츠 산업구조와 발전 정도에 따라 그 모습
이 달라지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스포츠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부분 협회를
통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협회들은 각 종목 연맹체(연합)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1인
고용 사업체가 전체의 41%로 규모가 영세하며 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국가협상위원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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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훈련, 계약해석, 프로스포츠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와 스포츠 분야 전문협의회(CPC)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직업, 교육, 전문화, 자격 등 관련 주제를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갖
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으며 이에 종사하
는 인력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고 보인다. 주로 해외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거나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선전을 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이런 스타급 혹은
사회적 인기가 높은 종목의 일부 선수들과 관련 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제대로 된 보상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아직까지 스포츠 산업 인력의 종합적인 모습에 대
한 조사 및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노사 양측을 대표할 만한 노조 및 사용자단체의 결성 또한 미
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정부도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관람과 참여를 통해 즐거움과 건강을 충
분하게 얻기 위해서는 올림픽 메달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와 축구 및 야구 등 인기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를 달고 뛰는 대표팀 경기를 TV를 통해 시청하면서 애국심과 뒤섞인 기쁨과
감동을 얻거나 유명 프로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
이 진정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 스포츠 관련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인프라, 프로스포츠인 경
우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구
단과 관객 구조 등이 사회에 갖추어져야 하며 이런 인프라들의 핵심에는 선수, 코치, 시설 건설 및
운영자, 협회 및 연맹, 구단 관계자, 교사, 미디어 종사자, 용품업체 종사자, 마케팅 종사자 등 스포
츠 및 스포츠 산업 인력들이 있다.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조
사 및 연구, 필요한 정책 지원은 우리 사회에 스포츠 활동을 만개시킴으로써 힘든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지수를 극대화하기 위한‘행복 프로젝트’
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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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스포츠와 노동 1

Jean Louis Gouju (프랑스 스포츠고용연구소 사무총장)

■ 머리말
스포츠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활동 중의 하나이다. 스포츠는
스포츠 클럽 내부에 벌어지는 경쟁, 프로 선수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볼거리, 여가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스포츠 레저활동,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체육 등 일련의 활동 과 다양
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스포츠 산업은 매우 역동적이며 복잡한 성격을 지니며, 프랑스의 스포츠
연맹은 스포츠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문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적
응해 온 자원봉사자 출신의 지도자들이 관리해 왔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에서 고용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일부 사례를 이용하여 스포츠 산업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스포츠 산업’시스템의 유럽식 정의
유럽에서는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1997, 2008년 개정)1)에 따라 스포츠를 몇 가지 다른 경

1) Le Roux, N. ; Camy, J.(1997), Nomenclature Européenn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sportives et
en relation avec le sport, Barcelona, Edition du REISSIE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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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프랑스의 스포츠 산업 :
일과 고용

제활동으로 구분한다.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실행의 전 단계에 제시되는 경제활동(스포츠 선행활동)과 스포츠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실행에서 파생된 경제활동(스포츠 파생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이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통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
도록 하자.

스포츠 시설의 건설, 스포츠 용품의 제조나 판매는 스포츠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활
동, 즉 시설이나 용품의 제공 및 실행 감독으로 제한한다.

이는 스포츠 실행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활동, 즉 시설이나 용품의 제공, 실행의 감독 등 서비스
활동에 제한된다. 피트니스, 야외활동(수상스포츠, 스키, 승마), 프로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클
럽 및 연맹) 등 몇 가지 하위 부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의학, 물리치료, 스포츠 식이요법, 스포츠 저널리즘, 법적 조언 등, 주변적 활동이 포
함된다. 우리는 학교 체육도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구분짓
겠지만 언제나 스포츠 관련 활동으로 간주한다.

■ 스포츠의 고용 시스템
아래 각각의 활동 범주는 인력자원을 필요로 한다. 스포츠 부문에서 이들 범주를 특징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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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 중앙 부문의 임무는 쉽게 인식되지만 이와 연관된 스포츠 관련 일자리는 산업계 전체 부문
으로 넓게 퍼져 있다(예 : 인명구조대원).
- 확보한 인력은 대부분 자발적인 봉사자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특수형태의 고
용이 대부분이다(파트타임, 중복 고용, 독립근로자 등).
- 사용자가 기업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매우 다르며, 기업인 경우 규모가 매우 작다.
- 동일한 활동에 대해 여러 다른 직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부감독, 총감독).

유럽 스포츠 고용 시스템에서 직업에는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스포츠 산업의 직업

- 프로선수, 제한된 숫자의 스포츠에서 활동
- 스포츠 진행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조정위원, 심판, 계시원 등의 관리
- 스포츠 활동을 특별한 대중(노인층, 장애인, 청년층 등)들을 위한 집단 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스포츠 제작자
-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기를 원하거나, 기술 연마를 원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가르치는 스포츠 강사
- 특정 스포츠 실행의 체계적인 제작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스포츠 감독

스포츠 관련 산업의 직업

- 스포츠 조직이나 스포츠 관련 조직의 전문 매니저
- 스포츠 의사
- 스포츠 담당기자 및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 스포츠 전문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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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행사나 전문 스포츠맨의 대리인이나 홍보인
- 스포츠 용품 판매원
- 스포츠 시설 안내원
- 스포츠 시설 유지관리 직원

■ 프랑스 사례
상기 내용에 대한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감독(코치 및 감독)이라는 직업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감독은
법적 한계 안에서 이러한 부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스포츠 감독
부문에서 직업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스포츠 산업에서 직접적인 스포츠 감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82,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이 중 4,000명만 프로 선수이다). 우리는 스
포츠 산업의 고용규모를 사용자 측면에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의 사용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약 10만 명이며 이들 중 절반은 스포츠 활동, 즉 스포츠 감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된 근로자들이 기업을 통하지 않고 스포츠에 직접 연관되어 있거나 스포츠 산업 이외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나 여가활동이 가능
하거나 관광 명소가 있는 공원, 승마학교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 본다면 스
포츠 산업의 스포츠 감독관련 고용은 약 52,000명이다. 그 외에 지역 공공서비스 내에 약 16,000
명이 종사하며 스포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문에 약 14,000명이 종사한다. 이는 학교의
체육교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35,000명).
이는 스포츠 산업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 부문, 서비스 부문과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스
포츠 감독이 아닌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50,000명임을 고려할 때 스포츠 산업 전체는 약 10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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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프랑스 스포츠 산업의 일자리 규모
가 독일의 스포츠 부문의 일자리 10만 5,000개와는 유사하지만 영국의 27만 개에는 훨씬 못 미
친다(2007 CEP Sport, 미출판). 그러나 프랑스에서 스포츠 산업의 성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1980년 4만 개에 불과하던 일자리 수가 이제 10만 개를 넘는다(2007 ONMAS, 미출
판). 이러한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적인 구분에 따라 스포츠 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스포츠 산업에서 사용자로서의 스포츠 연맹이 25,000개가 있으며 유한회사 및 기타 무역회사가
약 3,000개, 기타 사용자 단체가 1,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해석을 위한 기본 배경으로 인지한다면, 프랑스 스포츠 산업에서 최소한
총 26,000개의 사용자(단체)가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고용되어 있으며, 약 35% 가량이 파트타임직
에 고용되어 있다.
이 중심에 스포츠 감독 및 스포츠 훈련관련 직업과 프로선수가 포함된다.
프로 선수 : 4,000명
스포츠 감독 : 86,000명
프로선수

경쟁아마추어

레저∙

해양 및

감독

스포츠 감독

건강체조

수상 활동

2,500명

13,500명

5,000명

10,000명

피트니스

골프

스키

승마

야외 스포츠

테니스

10,000명

8,000명

15,000명

6,000명

9,000명

7,000명

출처 : Vocasport report(2003), 2007년 ONMAS 개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포츠 선행활동과 파생활동이라는 스포츠관련 산업이 있다. 어려운 점
은‘스포츠관련 산업’
에 대한 완전한 목록이 없으며 이 부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서로 매
우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스포츠 산업에 관한 연구와 다소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수치 측정에 매우 분명한 영향을 미쳤는데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포함한 일자리의 수치가 측정의 정도에 따라 250개에서부터 40만 개까지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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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

35,000명

프랑스 스포츠 관련 당국에 직접 고용된 감독

4,500명

스포츠 용품 산업

15,000명

기타 당국 고용인(사법부, 국방부, 농림부)

500명

스포츠 용품 거래

50,000명

지역 자치단체 고용인

운영담당(기본수준의 감독)
지역적
공공
서비스

40,000명

공공 서비스

7,000명

여가용 공원

15,000명

1,500명

강사

700명

고문

10,500명

전체

179,700명

출처 : Vocasport report(2003), 2007년 ONMAS 개정.

“스포츠”관광 및 활동성 레저

청소년 단체 및 기업의 스포츠 활동 지원자

기타(임대 활동 및 지원)

약 100,000명

약 10,000명

약 10,000명

출처 : Vocasport report(2003), 2007년 ONMAS 개정.

활동성 레저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데 이 부문에
상당히 많은 약 1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순수’관련 분야와 상
업적 분야로 구분되는 데,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스포츠 감독 분야의 종사자의 정확한 숫자
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물론 업계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은 쉽다. 그러
나 여기에는 독립근로 부문과(스키, 테니스, 야외운동) 특정 클럽이나 복합 구조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가 포함된다.
요약하면 프랑스에서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부문에 관련된 근로자는 약 30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예를 통해 스포츠 부문의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스포츠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공통
적으로 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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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주로 협회의 구조를 지닌다.
- 협회 : 93%
- 유한회사 : 5% (유한책임회사)
- SASP(프로스포츠 유한회사) / SAOS (스포츠 목적의 유한회사) : 1%

전체 사용자 중 71%는 1990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31%는 설립 이전에 고용을 시작하였고, 전
체 사용자의 절반은 1996년부터 고용을 시작했다. 전체 사용자의 3/4 이상이 기업의 최우선 활동
영역으로 스포츠 활동의 관리 및 감독을 꼽는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포츠 연맹과 관련되어 있
다(90%). 회원제 연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61%는 올림픽 단일 종목 연합
- 13%는 올림픽 경기 종목이 아닌 단일 종목 연합
- 19%는 다중 종목 연합
- 7%는 기타(연합 및 다양한 국가 단체)

연맹과 관련이 없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거나, 시설이나 스포츠 장비의 관리자,
CDOS (올림픽위원회나 종목별 스포츠위원회), CROS(지역올림픽위원회 및 종목별 스포츠 지역
위원회), 고용인 연합 등이다. 이들 기업의 3/4는 사업 부문이 한 가지이다.
이들 기업 중 41%가 1인을 고용하고 있고, 임금을 받는 직원의 8%가 여기에 속해 있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10인 이상 기업은 전체의 9%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60%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
다. 전체 근로자의 2/3는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1/4 이상은 일주일에 3시간 미
만 일한다. 전체 기업의 42%는 앞으로 구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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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산업의 사회적 파트너와 역할
사회적 파트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존재한다. 사회적 대화에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
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간(노사 대표) 협상과 조정이 포함된다. 사회적 파트너는 지역단
위(기업, 행정), 지역이나 국가 단위, 특히 노사정 3자 협상의 틀 내에서의 교섭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2007년에 투표에 부쳐진 법안에 따라 (사회적 대화 근대화에 대한 2007-130 법안. 1월 31일
투표) 사회적 대화가 제도화되었다. 법안의 내용은“근로, 고용 및 직업훈련의 개인적 및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혁 프로젝트는 국가수준 및 산별 수준에서 노사 대
표간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 된다”
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노사 대표간 균형을 기해 구성된 공동 위원회이다. 스포츠 분야의 사회
적 대화 기구는 다음과 같다.
- 5개의 가장 유력한 노동조합(CFE-CGC, CFDT, CFTC, CGT, CGT-FO) 대표, CNES,
FNASS, UNSA 대표 및 사용자 대표(CNEA, COSMOS)가 사용자 대표와 동수로 참여하는
국가협상위원회
- CPNEF 스포츠(고용 및 훈련을 위한 국가공동위원회)
- 계약 해석에 대한 위원회
- 방지, 위생, 안전 및 보건안전에 대한 위원회
- 노사 대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가공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는 사측과 노동조합의 대표간 협상에서 도출된 원칙을 담은 국가 단체협약으로 작
성되며, 합의문은 근로자의 노동, 근로 및 직업훈련 환경을 다루는데, 해당 산업 근로자 전체의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고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모든 환경을 내용으로 담고 있
다. 합의문에는 지역적 전문적 분야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과 스포츠 부문에는 2개의 단체협약이 있다.
-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가 단체협약(CCNA) : 1988년 6월 28일 조인. 1989년 1월 10일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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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확대
- 스포츠에 대한 국가 단체협약(CCNS) : 2005년 7월 13일 조인. 2006년 11월 21일 조례에 의
해 확대

사회적 대화에 있어 전문협의위원회(CPC)라고 불리는 가장 오래된 기구가 중추적 역할을 수
행한다. 1972년에 법령으로 설립된 CPC는 학위 및 전문적 자격요건 목록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CPC에는 관련 정부부처의 대표, 사회적 파트너 대표, 교사 등이 참석한다. 이들의 임무
는 훈련 부문의 전문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조직 및 실현되고, 직업 및 부문은 인증을 통해 지원
된다. 직업군별 CPC가 존재하는데 애니메이션 분과와 스포츠 분과는 1999년 설립되었다.
사회적 대화는 곧 국가, 근로자, 고용주와 교육 제공 당사자들간 관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
소로 인정받았다. 스포츠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해당 부문 전문화의 핵심 척도
이다. 스포츠와 애니메이션 부문의 거버넌스(연맹, 기업)는 이 사회적 대화를 매개로 발전한다.

■ 유럽의 스포츠 고용정책

현재 스포츠는 유럽의 핵심 능력이 아닌 경제활동 구성 요소로서 지역사회 법률에 따른다. 그
러나 2004년 10월 조인된 유럽헌법을 제정한 EU 조약은 본 조약 내 스포츠를 포함하여 EU 회원
국에게 스포츠의 사회적∙교육적∙문화적 측면을 지원할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헌법 조약
Constitutional Treaty 참조).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조약이 거부되어‘숙고의 기간’
에 들어가게 되었고, 2007년 6
월 EU 지도자들은 2007년 말까지 정부간 회의(IGC)가 헌법 조약을 개정할 것을 명했다. 이들의
임무는 스포츠 부문을 EU의 핵심 능력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2006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수준의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포츠 정책에서 EU의 역
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스포츠의 사회적인 역할, 경제적인 영향 및 조직에 대한 일련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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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했다.
협의 과정에서‘좋은 스포츠 거버넌스가 무엇인가’
에 대한 유럽 스포츠 연맹들과 EU 집행위원
회의 의견이 충돌했다. 연맹들은 집행위원회가 프로축구에 너무 집중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필
요성을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1일 스포츠에 대한 백서를 채택했다. 본 백서는 EU내“최초의
포괄적인 이니셔티브”
로 아래 세 부문에서 위원회가 도입하고 지원해야 하는 조치를 제안한다.
-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 체육활동을 통해 공공 건강 개선, 약물사용 방지, 교육에서 스포츠
역할 강화, 자발적 활동, 사회적 참여, 인종차별 방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스포츠
-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 :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대중스포츠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보
- 스포츠 조직 : 스포츠의 독특한 성격, 자유로운 이동, 선수 교환, 선수 대리인, 소수민 보호,
부패 및 자금 세탁, 클럽의 라이선스 체계, 언론의 권리

본 제안은 또한 해당 부문에서 EU가 앞으로 취해야 할 53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피에르
드 쿠베르텡’행동계획을 제안했다. 제안된 활동에는 EU 체육활동 네트워크 지원, EU내 성장과
직업을 위한‘리스본 어젠다’
에 해당 부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연구 개시 등이 포함된다. 다른
활동으로는 부패 청산, 선수 대리인 활동 영향 평가, 축구 라이선스 체제에 대한 회의 등이 있다.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위원회는 노동자의 이동성 강화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스포츠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 및 활성화되는 가운데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능력있
고 자격을 갖춘 개인을 찾고 있으나 유럽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영국 시장에
서 산업별 숙련협약(Sector Skills Agreement)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가 유럽 전체적인 공통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국가의 스포츠 부문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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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협의와 조정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럽연합의 스포츠 산업에서 인력의 이동과 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스포츠 부문에서 투명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정하는 데 대한 중요성은 여러 방
법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인정되었다. 우선‘스포츠’
는 유럽의 새로운 유럽자격방안(EQF)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세 부문의 하나로 선정되었는데(나머지 부문은 자동차 제조 및 정보 컴퓨
터 기술), 이는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을 위원회가 인식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스포츠 자격 부문에서 직업훈련을 조율하고, 특히 스포츠 부문의 개발 및 인정에 필요한 상호
신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채택했다.
첫째 참고 자료는 볼로냐 과정이다. 이를 통해 유럽 파트너들이 세 가지 수준의 대학 인증, 즉
석사 및 박사인증(LMD) 및 두 차례의 반년 과정을 채택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
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해외에서 반년 과정을 이수해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호 신뢰에 더불어 참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과정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유럽
전역에 걸쳐 비교적 유사한 과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유럽 양도가능학점(ECTS)은 유럽 전역에
서 반년 과정을 통일하도록 하는 학점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된 장치인 유로패스(Europass)는 전문가를 위한 여권의 형태를 제시
한다. 이 문서는 다양한 전문가 기술 및 대학 이외 수준에서의 문제로 장치를 확대한다.
둘째 과정은 2002년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진 선언의 하나로 전문훈련정책의 정의이다. 이는 근
로자의 이동성을 도모하고 전문직 자격의 유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전문가 자
격증으로서 스포츠 자격증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격요건 및 조직이 매우 상
이하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에 앞서 첫 단계는 다양한 국가에서 전문가 자격조건의 비교 도구
를 마련하는 것이다(EQF). 이러한 도구는 시험 단계의 초반에만 이용된다. 이는 비교를 위한 조
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지식, 기술, 능력은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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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스포츠 산업에서의 고용 규모를 추정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부문의
고용은 정확한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인지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스포츠 산업의 특징을 산업 전반에 걸친 긴장관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마추어와 프로 간의 긴장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연맹을 관리하며, 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의 연맹 참여로 인한 전문화는 이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목표가 서로 다른 연방정부의 서비스모델과 상업적 서비스모델 간
의 긴장이다. 전자는 스포츠 성적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후자는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 측면에서 강한 스포츠 문화를 통해 체득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능력과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 간에 긴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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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스포츠와 노동 2

原田宗彦 (일본 와세다대학 스포츠과학학술원 교수)

■ 머리말
일본의 스포츠 산업의 역사는 길며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인 미즈노와 같이 100년 이상의 역사
를 갖는 회사가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말에 시작된 근대 스포츠 도입과 학교체육이나 대
학 스포츠의 보급, 그리고 여가시간 증대와 더불어 스포츠가 대중화된 데 따른 스포츠 용품∙기
구의 수요 증가라는 요인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 산업의 복합화나 국제화가 진행되는 1980년대
까지 스포츠 산업은 생활용품이나 미디어 산업, 혹은 건설업의 한 영역에 지나지 않았으며 하나
의 산업 영역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가 처음으로 스포츠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며 1988년
에 당시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이 산하기관으로 사단법인 스포츠산업단체연합회를 설립했
다. 이 조직은 국내 스포츠 용품 기업의 보호육성적인 목적을 갖는 업계단체와 같은 조직이었으
며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외국계 기업은 가입하지 않았다. 같은 해에는 통상산업성 정책국에
서「스포츠 산업 연구회」
가 출범해 스포츠 산업의 전체 현황을 파악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논
의가 시작되었다. 그 성과는『스포츠 비전21』
（재단법인 통상산업조사회, 1990년)에 정리되어 있
으며 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이 명시되어 있다. 이 시기의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보고서에도 밝은 미래를 내다본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스포츠 산업 육성을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본 스포츠 산업학회가
설립되었다. 학회 활동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나, 설립 당시에 제공되던 스포츠 산업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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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일본의 스포츠 산업 :
일과 고용

회로부터의 연간 2,000만 엔이라는 보조금은 현재 20만 엔까지 삭감되었으며, 그 존재 여부에 대
해 논의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가 주도한 정책 중에서 큰 성과는 1993년에 탄생한 프로 축구 J리그이다. 팀의 수는 1994
년의 10팀에서 현재의 33팀까지 확대되었으며 기업 스포츠가 중심이었던 일본의 Top 스포츠를
지역밀착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친 국가정책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육성 열기는 1993년의 거품경
제 붕괴에 의해 한꺼번에 사그라졌다. 예를 들어 1994년에는 통상산업성이 J리그에 이은 프로스
포츠 육성을 착수해 연구 성과를 <J리그를 이어가라 프로스포츠 비즈니스>라는 책자로 만들었
으나 거품경제의 붕괴라는 엄격한 경제환경하에서 프로화를 감행하는 스포츠 단체는 없었다. 필
자는 이 책자의 작성을 도왔으며 그 성과를 <스포츠 산업론 입문>
（杏林書院, 1995년)에 정리해
출판했다. 이 교과서는 계속 판 수를 늘려갔으며 현재는 <스포츠 산업론 제4판>까지 나왔으며
스포츠 산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교과서로서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 스포츠 산업의 정의

스포츠 산업이 싹튼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3개의 전통적인 영역이 발전했다. 이
는 ① 스포츠 용품 산업, ② 스포츠 서비스∙정보산업, 그리고 ③ 스포츠 시설∙공간산업이다.
첫 번째 스포츠 용품 산업은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메이지 시대 후반부터 야구 용품의 판
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경까지 스포츠 용품은 일용잡화 용품의 영
역을 넘지 못하고 동네 운동 용품점에서 영세하게 소매 판매가 이뤄지는 수준이었다. 상품의 유
통경로도 단순해서 다른 업계와 같이 1∙2차 도매상도 거치지 않고「제조업체」
,「도매업자」
,「소
매업자」
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스포츠 서비스∙정보산업은 스포츠 잡지의 선구자인 <운동계(運動界)>
（메이지30년),
<운동의 친구(運動の友)>
（메이지 39년), <월간 베이스볼(月刊ベ-スボ-ル)>
（메이지 41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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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체육( 民 育)>
（다이쇼 4년), <운동경기회(運動競技 )>
（다이쇼 9년), <아사히 스포츠(アサ
ヒ∙スポ-ツ)>
（다이쇼 12년)와 같은 잡지가 잇따라 창간되는 등 활자 미디어에 의한 스포츠 정
보 제공이 활성화되었다. 또 다이쇼(大正)에서 쇼와(昭和) 초기에는 대형 신문사에 운동부가 신설
되는 등 정보매체가 한층 더 강화된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쇼와 2년
（1927년)에는 라디오라는
전파미디어도 등장했고 그 이듬해에는 라디오체조(역주 : 한국의 국민체조와 같은 것)가 시작되
었다. 스포츠의 TV중계는 라디오 방송에서 4반세기 후인 1953년 도쿄진구(東京神宮) 수영장의
「제25회 소케이(早慶 : 와세다대학과 게이오대학)대항 수상경기대회」중계로부터 시작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 시설도 역사는 길다. 옛(舊) 문부성의 자료에는 메이지 30년부터 개설된 사회체
육시설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메이지 30년에서 쇼와 7년에 사이에 설립된 사회체육운동
시설의 수는 641개이다.

20세기 후반이 되자 정부 정책으로서 스포츠 진흥이 추진되고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라
이프 스타일이 변화됨에 따라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 현저해졌다.
첫 번째, 스포츠 용품 산업에서는 취급 품목이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기술적 진보나 소재산업의
발전에 따른 질적 향상이 있었다.
두 번째, 스포츠 시설∙공간 산업은 고객에게 스포츠 시설이나 공간
（필드나 스키장)을 제공하
는 산업이며 입지조건에 따라 당일치기로 활용할 수 있다.‘도시형’
과 자연자원을 살린‘리조트
형’시설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옛날부터 존재했던 탁구장, 검도장, 궁도장, 유도장, 그리고 농
구, 배구, 축구를 위한 체육∙운동시설 이외에 볼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이 포함되는 한편,
후자에는 스키장, 캠프장, 골프장 이외에 마리나, 오토캠프장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스포츠∙정보 산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신문이나 잡지로 대표되는 활자미디
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산업이, 전후의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전파미디어를 매체로 한
문화창조산업으로 크게 탈바꿈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CATV), 그리고
인터넷 등은 스포츠를 핵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창조의 주역이 되었으며 동시에 방영권료라는 거
대한 비즈니스(Big Business)를 탄생시켜 이것이 다음에 이야기할 스포츠 산업 복합화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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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경제가 글로벌화하고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스포츠의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3개의
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거기에 구심점적인 힘이 작용해 그로 인해 3개의 영역이 서로 겹쳐지고 새
로운 복합적인 산업 영역이 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2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폭
이 넓어지고 스포츠에 관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집합체이며 영리활동, 비영리
활동을 포함한 횡단적 산업(渡 , 2001)으로서의 스포츠 산업이 등장한 것이다.

[그림 1] 일본 스포츠 산업의 진화 : 소비자의 수요 다양화에 의한 하이브리드 산업의 탄생과 타 분야와의 융합 진전

피트니스 클럽의
클럽비지니스 등

관광

제조업체
직영점 등

어뮤즈먼트

스포츠 서비스∙
정보산업

패션

스포츠관련
유통산업

시설∙공간
매니지먼트
산업
스포츠
하이브리드
산업
스포츠 시설
공간산업

스포츠
용품산업

식

건강
의료

프로스포츠 등
엔터테이먼트 산업

자료 :『스포츠 산업론 제4판』
(原田宗彦 著, 杏林書院).

>>

_19

[그림 1]은 스포츠 용품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정보 산업이 겹쳐져서 탄생한‘스포츠관련 유
통업’
과 스포츠 서비스∙정보산업, 스포츠 시설∙공간 산업이 겹쳐져서 탄생한‘시설∙공간 매
니지먼트업’그리고 3개의 영역 모두가 겹쳐진 하이브리드 산업을 나타낸다.

스포츠 관련 유통업

스포츠 관련 유통업은 기존의 제조업만이 존재하던 대형 제조업체의 새로운 판매전략이나 소
매업자의 판매조직 체인화에 의한 다점포 전개라는 움직임으로 특징지워진다. 대형 제조업체 중
에는 직영점을 가짐으로써 도매기능을 흡수하고 유통경로를 더욱 짧고 그리고 굵게 함으로써 수
익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즉 스포츠 용품 산업은 제품의 생산에 그치지 않
고 도매업이나 소매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포츠 관련산업에 적극적
으로 진출한 것이다.
지금은 스포츠 용품 매장은 물건뿐 아니라 스포츠 용품이 갖는 문화적 이미지나 패션성, 상품
의 구매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라이프 스타일, 혹은 스포츠 용품이 발신하는 정보와 같은 눈
에 보이지 않는 기호를 소비하는 장소가 되었다. 실제로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에 일
종의 정보와 정서적인 메시지를 담는 <기업 광고탑으로서의 엔드유저(endorsers：보증 홍보인)>
인 유명 스포츠 선수에게 지불하는 계약금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시설∙공간 매니지먼트업

또 하나의 복합 영역인 시설∙공간 매니지먼트업은 하드웨어로서의 시설∙공간에 소프트웨어
인 서비스∙정보가 가미되어 탄생한 새로운 타입의 비즈니스이다. 그 중에는 피트니스 클럽이나
테니스 클럽으로 대표되는 클럽비즈니스, 그리고 스위밍 스쿨이나 테니스 스쿨로 대표되는 스쿨
비즈니스가 포함된다. 스포츠 시설이나 공간 자체는 사용하는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없는 PC와
같은 것으로 책상 위에 놓여진 상자에 지나지 않는다. PC는 사용하는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갖춰
졌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스포츠 시설이나 공간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스포츠 지도나 트레이닝 이론 등)이 없으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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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다.

3영역의 복합：하이브리드 산업의 출현

● 프로 스포츠：스포츠 엔터테이먼트 산업
그러면 스포츠의 3영역이 모두 겹쳐진 중심부분에는 어떤 산업이 탄생되었는지. 그 중 한가지
사례는 프로 스포츠를 핵심으로 하는 스포츠 엔터테이먼트 산업이다. J리그 출범 이후, 거품경제
붕괴로 인해 스포츠의 프로화는 그 움직임에 제동이 가해졌으나 기업 스포츠의 쇠퇴와 이를 보
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클럽 사업화의 파도와 더불어 2005년에는 시코쿠(四 ) 아일랜드 리그
와 bj리그 그리고 2007년에는 호쿠신에츠(北信越) BC리그가 시작되었다.

● 스포츠 투어리즘
복합 영역 가운데서도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산업으로서‘스포츠 투어리즘’
이 있다. 스
포츠 투어리즘은 크게 나눠서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 스포츠 이벤
트를 관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등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
나 관람하기 위해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행해지는 비상업적인 여행”
이라 정의할 수 있다.

● 스포츠 관련 IT산업의 가능성
과거 100년간, 스포츠 산업은 진화를 거듭했으며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서 인지되게 되었다. 그
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생물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생산자가 거
기에 부응하려고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아이디어를 보태고 이윤 증가를 시도하는 한 시장은
성장하고 진화를 거듭한다. 21세기가 되자 PC의 세계 보급과 더불어 고속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에 따라 IT산업이 강한 기세로 발전을 거듭했다. 거기에 덧붙여 IT관련 비용의 극적
인 저하와 기술혁신, 그리고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기술의 진화에 따라 Web2.0이라 불리는 새로
운 마케팅 패러다임이 출현해 그것이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유효하게 활용되는 시대가 왔다. 스
포츠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IT영역의 현재 움직임으로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전달,
e-sportsdml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e-sports란 Electronic Game 더하기 Sports라는 의미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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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는 PC용 게임을 활용한 경기인데, 광의로는 게임 경기를 둘러싼 관련주체 활동을 포함한 하
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세계 25개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e-Sports 인구는 2006년에 1,894만 명으로 젊은 세
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스포츠 산업에서의 일과 고용
일본에서‘스포츠 산업’
의 일과 고용에 관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스포츠
산업이 명확한 산업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얼마만큼 고용이 발생했는지 명확하
지 않다. 그러나 스포츠 산업화가 진전되고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스포츠 산업의 틀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어떤 고용이
발생했는지 분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는 와세다 대학 스포츠 비즈니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GDSP
（Gross Domestic Sport
Product) 조사를 토대로 일본 국내의 경제지인 <주간 다이아몬드>가 2008년 현재 스포츠 산업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며 총 약 11.2조 엔이라는 금액을 산출했다. 내역을 보면 관람 스포츠(스포츠
흥행단, 공영 Gamble)이 1.3조 엔, 참여하는 스포츠
（민간분야, 교육∙공공체육분야)가 5.2조 엔,
그리고 스포츠 지원 산업
（용품관련, 미디어, 여행 관련 등)이 4.6조 엔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 산
업의 발전은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고용통계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예
를 들어 스포츠 용품 관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일본 스포츠용품 공업협회
（http://www.jaspo.
org/)가 있는데 고용에 관한 데이터는 파악되지 않는다.
스포츠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위의 주간 다이아몬드지가 [그림 3]에서 나타내
는 바와 같이 스포츠 관련 직업을 유형화했다. 업무 분야로서는 프로 스포츠, 실업단
（기업)스포
츠, 매니지먼∙마케팅, 용품(기구), 스포츠 시설, 미디어, 스포츠 클럽, 의료∙복지 등이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복합화와 더불어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업이 독자적인 업무 영역
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 중에는 운동선수 트레이너나 에
어로빅 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자격취득을 한 사람의 수로 고용상황을 파악하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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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국내총생산에서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규모 (11.2조 엔)
협의의 스포츠 산업 (6.5엔)
보는 스포츠 (1.3조엔)

하는 스포츠 (5.2조엔)

스포츠 진흥단

1,278억 엔

프로야구

스모

축구

배구

농구

럭비

공영 갬블

1조 1,665억 엔

승마

경륜

경정

오토 레이스

민간분야

2.8조 엔

골프, 골프장, 골프연습장
→ 1조 5,840억 엔

골프이외의 스포츠
시설(스키장, 체육관,
볼링장, 테니스코트
등) → 6,318억 엔

스포츠∙건강 개인레슨
(스위밍스쿨, 테니스교실 등)
→ 3,664억 엔

민간 피트니스 클럽
→ 3,030억 엔

교육∙공공체육분야

2.8조 엔

교육(초∙중∙고 대학교육예산 중 체육수업분)
→ 1조 5,998억 엔
공공체육시설 → 7,568억 엔

스포츠지원사업 (4.6조엔)
용품관련

2.4조 엔

소매시장(백화점∙전문점) → 2조 3,328억 엔
용품렌탈업 → 283억 엔

미디어

0.7조 엔

신문 → 3,060억 엔
서적∙잡지 → 1,989억 엔
TV → 1,875억 엔
게임∙비디오 → 469억 엔

여행관련

1.5조 엔

스포츠관전, 레크레이션여행

기타

380억 엔

축구복권∙스포츠 보험

주주 : ��프로야구는 입장료 수입만 447억 엔으로 산출된다(특정서비스산업동태조사). 大塚正則,「프로야구는 붕
괴한다」
(아사히신문사, 2004) p.68에 의하면 프로야구의 총 수입은 1,100억 엔으로 추산됨.「축구」
는축
구협회 J리그 및 J1, J2클럽의 총 수입. 소규모 업계는 제외.
주주 : ��와세다대학 스포츠 비지니스 연구소(RISB)가 1999~2001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2007년 6월에 작성한 것
을 개정한 것임.
자료 : <주간다이아몬드> 2008년 8월 2일자.

카운트나 트리플 카운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포츠 관련 자격의 대부분이 능력인정
자격이며 의사 면허나 세무사 면허와 같은 업무 독점 자격처럼 일과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자격을 갖는다 해도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나 스키 강사처럼 계절근로자적인
고용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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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포츠 산업의 직업 예

분야

직업

선수

프
로
스
포
츠

스텝

기자, 스포츠 잡지
편집자
미
디
어

스포츠
프로그램
아나운서

직종∙업무내용∙관련자격
스포츠 잡지나 스포츠 신문 등의 편집부
에 취직. 혹은 프리 라이터로써 독자적으
로 취재하고 각 잡지와 각각 계약하는 사
람도 있다.
TV/라디오 등을 통해 각종 스포츠를 시
청자에게 전한다. 팀이나 선수 등을 대상
으로 취재를 하여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
도 한다.

카메라맨

스포츠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한다. 전
문지/신문/TV방송국 등에 소속된다. 혹
은 프리랜서로서 각 미디어와 계약.

심판

프로야구 심판 ,축구 공인 심판 등

스텝

창구 업무를 비롯 스포츠 교실, 행사운
영, 클럽의 재정관리, 신규 이용자 확보
를 위한 홍보활동 등

선수

선수는 연습 이외의 평소에는 일(소속 기
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피트니스

스텝

스포츠 팀을 가진 기업에 소속되며
기업의 광고탑으로서의 팀을 운영한다.

Athletic

이벤트 회사나 스포츠단체에 소속되며
스포츠의 국제시합이나 타이틀 매치 등을
기획한다.

트레이너

트레이너
스
포
츠
클
럽

스포츠
programmer

각종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지도, 조언 및 각종 트레이닝의 기본지도
를 한다. 관련자격 : 스포츠 programmer
2종, 건강운동 지도사
스포츠 선수의 건강관리, 상해예방, 스포
츠 외상/장애 의 응급 처치, Athletic 재활,
체력 트레이닝 등을 한다.
관련자격 : 스포츠 programmer 1종
다양한 연봉이나 성격의 사람들이 적절
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포츠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트레이닝의 기
본지도를 한다.
관련자격 : 스포츠 programmer 1종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정비
(연봉협상 등), CF계약, 취재대응 등의
매니지먼트(76에서 상세히 설명)

수영 강사

관련자격 : 건강운동 지도사, 스포츠
programmer 1종/2종, 코치, 상급 코치

이벤트 스텝

이벤트 회사나 인재파견회사에 등록해
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벤트의 기획/
운영, 스텝 관리, 회장 설비의 운영/철거,
접수, 회장 안내 등

에어로빅 강사

관련자격 :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instructor, 에어로빅 instructor

기획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상품개발의 컨셉
을 기획한다. 영업이나 판매 등을 경험
한 후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에이전트
(대리인)

연구개발

스포츠 용품 업체의 연구소에 취직해 과
학적으로 스포츠 용품의 소재나 구조를
연구해 상품을 개발한다.

운영

백화점이나 마트, 스포츠 용품점 등의 소
매점, 각종 스포츠 팀에 상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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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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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잡지/신문

프로야구, J리그, 프로골퍼,
프로테니스 플레이어, 격투기, 씨름 등

감독, 코치, 홍보, 강화/육성, 영업/기획,
운영 등

직업

안마 마사지 지압사, 이학요법(理 療法)
사, 유도정복사(柔道整復師), 영양사,
관리영양사 등

프로모터

용
품

분야

트레이너

실
업
단
스
포

매
니
지
먼
트
마
케
팅

직종∙업무내용∙관련자격

메디컬
트레이너

복
지

마사지사 / 안마사

스포츠 선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
마사지 등을 사용한 만성질환 케어, 경기
중 응급처치 이외에 영양지도, 멘탈케어
를 위한 카운셀링 등을 한다.
관련자격: 스포츠 닥터, 이학요법사

관련자격 : 안마/마사지 지압사

[그림 3]의 계속

분야

직업

체육시설
운영 스텝

직종∙업무내용∙관련자격

분야

관리운영단체직원이나 관리운영회사의
사원으로써 야구장, 스타디움, 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한다.
관련자격 : 체육시설 운영사

직업

Reflexologist
의
료

스
포
츠
시
설

스키 강사

관련자격 : SAJ스키 지도원, 준 지도원,
SIA스키 교사

스노보드 강사

관련자격 : 스노보드 instructor, SAJ스노보
드 지도원

스쿠바다이빙
강사

아웃도어
instructor

에스테틱 살롱, 스포츠 클럽, 마사지샵
등에서 손/손가락으로 발에 있는 많은 반
응점을 지압해 스트레스나 어깨결림, 요
통, 냉증, 피부 트러블 등 좋지 않은 컨디
션을 해소한다.

/

테니스 강사

관련자격 : 지도원, 상급지도원, 코치, 상급
코치, 교사

직종∙업무내용∙관련자격

복
지

이학요법사
(理 療法士)

실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활을
지도하고 신체기능을 최대한으로 회복
시키고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관련자격 : 이학요법사

영양사
관련자격 : 다이빙 라이센스,
안전잠수관리사, 잠수사

건강을 식생활 측면에서 유지/관리/증진
하기 위해 학교, 병원, 복지시설, 민간사업
장 등에서 메뉴를 짜는“영양지도”
와조
리에 직접 관여하는“식사관리”를 한다.
관련자격 : 영양사

이벤트 아웃도어 스포츠의 현장 등에서
아웃도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전문기술을 지도한다.
관련자격 : 캠프 instructor director, 알
파인 가이드, 오리엔테일링 instructor

개호복지사

개호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요인으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들에게 식사, 입욕, 화장실 등 신변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관련자격 : 개호복지사

주주 : 스포츠 디자인 연구소의 스포츠&헬스 구인 정보사이트「스포츠뱅크(www.e-sportsbank.com)」
를 참고로 작성.
자료 : <주간다이아몬드> 2008년 8월 2일자.

사단법인 일본 스포츠건강산업단체연합회는 스포츠 산업의 구인사이트이다.‘스포츠 뱅크(ス
ポ-ツバンク)’
（https://www.e-sportsbank.com/)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113의 스포
츠 관련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월간 Page View도 15만 건을 넘는데 구인수는 적다. 그 배경에
는 불황에 의한 구조조정 증가나,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경력직 채용이 많다는 현실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에서는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일과 고용에 관한 통계
숫자로 파악할 수 없는 스포츠 산업의 고용통계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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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트니스 클럽의 고용형태별 스태프 수의 추이
정사원
총수

파트타이머 / 아르바이트
1시설

총수

지도원

1시설

총수

1시설

2002년

5,215

6.5

20,375

25.4

20,066

25.0

2003년

5,535

6.7

20,743

25.1

22,216

26.9

2004년

5,970

7.1

22,981

27.4

23,862

28.4

2005년

6,359

7.3

24,525

28.0

26,400

29.8

2006년

7,159

7.5

26,833

28.2

31,101

32.7

자료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월보』
(경제산업성).

것이 경제산업성에 의한 <특정서비스 산업동태통계 월보(特定サ-ビス産業動態統計月
報)>(http://www.meti.go.jp/statistics/tyo/tokusabido/index.html)이며, 그 안에 피트니스 업계의 고
용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표 1>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피트니스 클럽 고용형태별 스태프
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8년 6월 발표된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정사원의 수는 7,527명, 파트타
이머∙아르바이트가 28,699명, 그리고 지도요원이 32,907명이며, 피트니스 산업이 완만하게 성
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과 관련해서 <표 2>와 <표 3>에는 정사원의 직위별 임금실태와 계약사원 및 파트타이
머∙아르바이트의 직종별 임금(시급)을 나타낸다. 숫자를 보는 한 정사원 점포 책임자의 연간 수

<표 2> 정사원의 직위별 임금실태
월임금 평균

（단위 : 천 엔）

월임금 최대격차

평균치

N

411

101

점포 부책임자

325.6

67

45.4

점포 그룹리더급

274.2

77

일반사원

210.6

91

점포책임자

평균치

<<

N

평균치

연간 총수입 최대격차
N

평균치

N

6376.6

86

30

4997.1

62

552.6

28

47.7

40

4213.2

72

536

41

57.3

55

3192.2

87

781.4

56

자료 :『피트니스 클럽의 인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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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수입 평균

<표 3> 계약사원 및 파트∙아르바이트의 직종별 임금

（단위 : 시급）

시급 최고가
평균치

평균적 시급
N

평균치

시급 최저가
N

평균치

N

일반사무

946.6

59

823.0

66

754.8

59

프론트(창구)

941.7

95

821.5

101

760.2

94

Pool swimming

1360.3

85

1066.6

85

918.3

81

Pool Fun 계통

3163.7

53

2649.6

53

2164.9

50

958.4

89

831.5

90

768.7

89

스튜디오 에어로 계통

5622.3

84

3943.7

78

2984.5

81

스튜디오 댄스 계통

5662.4

62

4453.7

63

3442.5

59

스튜디오 relaxation 계통

4788.6

49

3953.9

50

3122.1

48

스튜디오 컬쳐 계통

6035.9

39

4853.0

42

4144.9

39

스튜디오 기타

4165.6

27

2995.3

24

2425.9

27

기타 지도자

4173.3

15

2358.6

13

2188.6

14

머쉰 Gym

자료 :『피트니스 클럽의 인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FIA).

<표 4> 건강스포츠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시장규모∙의료비 억제효과(일본총합연구소 시산)
추계치

2001년

2010년

시장규모

12조 엔

20조 엔(×1.6배)

고용자 수

200만 명

300만 명 정도(×1.5배)

의료비 추계

30조 엔

38조 엔(후생노동성추계 42조 엔)

건강증진활동 등 추진에 의한 의료비 억제효과

▲ 4조 엔(약 10% 억제)

자료 : 건강서비스창조연구회 보고서, 2003년
http://www.lamen.or.jp/lib/meti/wellness/wellness.files/g30619b05j.pdf

입(637만 엔)은 일본의 근로자 세대의 평균 연간수입 636만 엔(평균 세대구성원수 3.48명∙평균
세대주 연령 46.4세)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계약사원 및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시급을 보
면, 자격증을 가진 지도요원의 시급은 일반사무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에는 건강스포츠 산업이라는 커다란 틀의 분류로 고용, 시장규모, 의료비 억제효과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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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試算)한 것이다. 시산을 시도한 일본종합연구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규모
의 증대와 더불어 고용인원수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그 배경에는 심화된 저출산 고령화나 국가가 추진하는 메타볼릭 신드롬에 대한 대응책과 같
은 건강∙의료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있다.
프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J리그는 1,011명(J１이 569人, J２가 442명), 프로야구
에는 1,011명(세∙리그가 374명, 파∙리그가 368명)이라는 등록선수 수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팀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의 수는 파악 할 수 없다. 또 J리그의 경우, 선수 연봉
을 포함한 팀 인건비 총액을 홈페이지(http://www.j-league.or.jp/aboutj/jclub/keiei.html)를 통해
알 수 있으나 프로야구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J리그, 씨름, 프로야구 등의
13개의 프로 스포츠 단체로 구성되는 재단법인 일본프로스포츠협회」
(http://www.jpsa.jp/pages/
profile.html)가 발행하는 일본 프로 스포츠 연감을 통해 회원단체에 등록한 프로 스포츠 선수의
수는 파악할 수 있으나 조직을 지탱하는 사무직 스태프의 업무와 고용에 관한 데이터는 공개되
어있지 않다.

■ 맺음말
일본의 스포츠 산업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정부 주도하에 산업 육성을 시도해 왔
다. 그 결과 프로 축구 J리그의 창설이나 사단법인 일본 스포츠 산업단체 연합회나 일본 피트니
스 산업협회의 설립 그리고 일본 스포츠 산업학회의 설치 등에 의해 일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
으나 1990년대의 불황에 의해 스포츠 산업 육성의 열기는 한꺼번에 식었다. 그 후 2002년의
FIFA 월드컵이나 2007년의 IAAF 세계육상대회와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었으나 한
번 정체된 정부의 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을 높아졌으며 피트니스
산업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필자는 일본 피트니스 산업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Three
Five(회원 500만 명, 5,000억 엔 시장, 국민의 5% 회원)를 지향하는 협회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스포츠 용품 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략에 실패한 일본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저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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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의 매출액이 일본 국내 제조업체인 미즈노(1,740억 엔)이나 아식스(2,261억 엔)는, 나이
키(1조 9,744억 엔)나 아디다스(1조 7,302억 엔)와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고용도 저조하다. 더 나
아가 주식의 시가 총액은 미즈노(796억 엔)나 아식스(1,989억 엔)는 중국 제조업체의 리닌(2,683
억 엔)나 차이나 돈샨(2,529억 엔)에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 올림픽 후의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으로 지역밀착형의 프로 스포츠 리그 창설이 계속되고 있다. 야구의 시코쿠(四 )∙규슈
(九州) 아일랜드 리그나 호쿠신에츠(北信越) BC리그, 그리고 농구의 bj리그가 그 예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팀에서 매니지먼트 스태프의 고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며, 장기적인 확대가 기대된
다. 단, 정부 정책으로서 이들 마이너 경기의 육성을 지원하는 움직임은 완만하다. 이런 상황 속
에서 향후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 진흥 복권(toto)의 분배금이 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간접적 지원(예를 들어 매니지먼트 인재의 육성 등)으로 분배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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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고용관계 연구의 현황 :
Sloan 산업연구 프로그램과
2008 Sloan 산업연구학회를
중심으로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머리말
노동연구가 산업연구와의 접목을 통해 깊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지만, 한두 산업 부문을 제외하면 산업적 특성에 천착하는 노동
연구는 그다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산업에서 조직되는 노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축적은 상당한 시간과 집합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
나, 노동 분야 연구인력의 저변이 넓지 않아 산업별로 연구인력이 고루 분포
할 만한 토대가 빈약할 뿐 더러 산업별 노동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역시
부재한 풍토에서 산업별 노동연구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한동
안 작업조직,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가 정체된 채 축적되지 않은 점, 또 학제
간 연구의 전통이 미약하다는 점 등 또한 산업별 노동연구의 부진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노동관련 연구 역량의 양적ㆍ질적 재생산이 보다 원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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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에 기반한 노동연구의 전통이 강한 미국의 경우, 특정 산업의 맥락에서 분석된 노동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산업별 노동연구는 경영학, 사회학 계열의 미시ㆍ
거시 조직행동 연구, 인적자원관리 연구, 노사관계 연구, 작업조직 연구, 경제학 계열의 고용 연구, 지
역 연구는 물론 공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제간 연구의 토양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소개
할 미국 Alfred Sloan 재단의 산업연구프로그램(Alfred P. Sloan Foundation’
s Industry Studies
program, 이하 Sloan 산업연구)은 이러한 학제간 산업노동연구 네트워크의 민간 허브로 다양한 활동
을 기획,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Sloan 산업연구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과 다양하게 기획된 프
로그램을 통해 산업별 노동연구의 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필자는 지난 5월 Sloan 산업연
구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2008년 산업연구학회(2008 Industry Studies Conference)”
에 참여해 산업별 노동연구의 동향과 Sloan 재단의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의 Elileen Appelbaum과 코넬대학의 Rosemary Batt 등이 조직을 맡은 올해 산업연구
학회는 조직행동연구 및 경영학 관련 연구물의 발표가 주류를 이루던 기존의 경향에서 다소 탈피해,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 관련 연구자들의 상당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학회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글은 Sloan 산업연구 프로그램과 올해 산업연구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Sloan 산업연구 프로그램
1990년 설립된 The Alfred P. Sloan Foundation의 산업연구 프로그램은 서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지
닌 각 산업이 엄밀하고도 깊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산업
연구 프로그램은 각 산업에 대해 이미 양적∙질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상당한 연구를 진행해 온
각 분야 연구자들의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 산업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론에
기반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개별 기업 차원의 경험적 연구를 상호 결합함으로써 각 산업에서 일어
나고 있는 각종 사업 현상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Sloan 재단의 산업연구에 대한 지원은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연간 연구지원금은 약 700억 원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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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산업연구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는 각 산업 부문의 연구 센터들로(Sloan Industry
Centers) 이루어진 전국적 네트워크이다. 산업연구 프로그램은 또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
를 축적해 온 학자들간의 연구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는 중개자로 역할한다. 해마다 열리는 산업연
구학회와 각종 워크숍 등은 각 개별 산업연구들의 성과를 모아 다양한 산업의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
유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또 신진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업연구를 장려하고 재생산하
는데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화관련 프로그램을 두어 개별 연구 프로젝트들이 국제관계의 보다 넓은
맥락에서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연구활
동 네트워크 및 연구 재정지원 사업의 결과의 일면은 2004년 이래 축적되고 있는 워킹페이퍼 시리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진행중인 연구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며, 각 논문의
초록을 웹페이지 www.industry.sloan. org/industry/studies/workingpapers/ 에서 읽어볼 수 있다.
Sloan 산업연구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활동은 무엇보다 Sloan 산업연구센터 네트워크로 이에 대
해 조금 더 살펴보자. Sloan 산업연구센터들은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다양한 이공학 분야에서 해당
산업분야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주도하고 있는 선별된 연구팀(교수와 대학원생들로 구성)의 소속 대
학에 근거를 둔다. 산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 사회과학(인류학, 사회학 등)과 인문학(역사학), 그리고 공
공정책학, 법합, 농업, 공공의료 영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1990년 최초로 MIT대학에서 구성된 국제자동차연구센터(the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
at MIT) 이래 약 26개의 센터들이 학제간 연구자들을 팀으로 하여 전국의 19개 주요 대학에 포진하고
있다(다음페이지 목록 참조). 이 센터들은 Sloan 재단이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술지원기금에 의해 운영
되며 기술변화에서 노동력관련 이슈 및 글로벌화에 이르기까지 해당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단계 주요 이슈들을 산업현장 관계자, 그리고 해당 분야 연구자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
해 진행한다. 특히 산업 및 기업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각 센터들은 기술, 프로세스, 경영, 인적자
원관리, 노사관계, 경쟁력 및 생산성 연구 등 양적∙질적 방법을 동원한 현장 중심 연구들이 진행된다.
이러한 연구활동들은 학문 공동체에 대한 기여는 물론 해당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증적∙실용적 연구로도 확장된다. 또 이들 센터는 기초 산업 자료의 수집 및 서
베이 등을 통한 1차 자료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한다.
한편, 각 센터들은 산업 파트너들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기도 한다. 각 센터와 관련하에 운영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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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사학위 프로그램(professional master programs)을 통해, 학생들은 훈련기간 동안 해당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현장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 산업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공급원이
된다. 이들 프로그램을 거쳐 해당 산업에 정착한 인력들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속, 공고화하는 데 기
여하게 된다. 1990년 이래 1,000명 이상의 교수와 1,300명의 대학원생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갔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수행한 인력이 약 460명에 이른다.

산업연구센터 목록
1. 금융 : The Wharton Financial Institutions Center(University Of Pennsylvaniah) http://fic.wharton.upenn.edu/fic
2. 자동차 : The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 (MIT) http://imvp.mit.edu
3. 물류 : Trucking Industry Program(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isye.gatech.edu/tip
4. 항공서비스 : The Global Airline Industry Program(MIT) http://web.mit.edu/airlines
5. 성과관리 : Industrial Performance Center(MIT) http://web.mit.edu/ipc
6. 정보관리 : Information Storage Industry Center(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ttp://isic.ucsd.educompetitive
7. 반도체 :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gram(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ttp://esrc.berkeley.edu/csm/
8. 식품산업 : The Food Industry Center(University Of Minnesota) http://foodindustrycenter.umn.edu
9. 섬유, 의류 : The Harvard Center For Textile And Apparel Research(Harvard University)
10. 보살핌 : Managed Care Industry Research Center(Harvard University) http://www.hcp.med.harvard.edu/sloan/
11. 의약품 : Program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MIT) http://web.mit.edu/popi/index.html
12. 철강 : The Steel Industry Center(The University Of Pittsburgh) http://www.industrystudies.pitt.edu
13. 금속가공 : Metal Processing Institute(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http://www.wpi.edu/academics/research/mpi/
14. 건설 : Center For Construction Industry Studies(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www.ce.utexas.edu/org/ccis/
15. 텔레인포메이션 : Columbia Institute For Tele-Information(Columbia Business School) http://www.citi.columbia.edu
16. 제지 : Center For Paper Business And Industry Studies(Institute Of Paper Science And Technology A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cpbis.gatech.edu
17. 소프트웨어 : Software Industry Center(Carnegie Mellon University) http://www.cmu.edu/ceic
18. 인쇄 : Printing Industry Center(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http://print.rit.edu
19. 개인컴퓨팅 : Personal Computing Industry Center(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ttp://www.pcic.gsm.uci.edu/
20. 법률 및 전문사업서비스 : Legal And Professional Services Industry Center(Harvard Law School)
http://www.law.harvard.edu/ programs/ plp/ctrlpsi.htm
21. 인터넷유통 : Center For Internet Retailing(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http://sloan.ucr.edu
22. 알루미늄 : Center For A Sustainable Aluminum Industry(The University Of Kentucky) http://www.sustainablealuminum.org
23. 여행 및 관광 : Sloan Travel & Tourism Industry Center(University Of South Carolinar)
24. 목재 : Forest Industries Center at Virginia Tech(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http://www.forestindustries. vt.edu
25. 생명공학 : Sloan Biotechnology Industry Center(University Of Maryland) http://Www.Sbic.Um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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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산업연구학회
한편, 2008년 산업연구학회(2008 Sloan Industry Studies Conference)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관
계 영역 연구를 발표 목록에 다수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조직론 및 경영학 주도의 컨퍼런스의 흐름에
변화를 가하였다. 이는 각 산업연구센터 등 Sloan 산업연구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연구 중 높은 성과
를 보인 결과를 공유함 동시에 Sloan 커뮤니티와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연구자들의 산업연구 성과
물에 대한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회의 외연을 한층 넓힘으로써 가능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서 개최된 올해 학회는 총회(plenary session)에서 진행된“고임금 노동시
장에 대한 전망(Prospects for High Wage Labor Markets)”
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 주제를 뒷
받침할 각 세부 영역으로 선정된 공공정책, 주주 및 공공복지, 글로벌 혁신 시스템, 혁신에 대한 정책
영향력, 그리고 지역 고용전략 등이 대표 패널 토론의 주제로 조직되었다. 대표 패널 토론에 이어서 이
틀간 지난해 12월 신청된 심포지엄 지원팀들 중 선별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된 20개의 주제가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미국과 함께 Anglo-Saxon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대표 주자
로서 다른 한편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식 모델의 개혁과 근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영국이 유럽의 사
회적 모델과 유연적∙탈규제적 경제를 적절히 조합하는 제3의 모델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를 비판
적인 시각으로 논의한 영국 맨체스터대학 맨체스터 경영대학의 Jill Rubery(질 루버리)를 비롯 펜실베
이니아대학 와튼 스쿨의 Peter Cappelli(피터 카펠리), MIT의 Frank Levy(프랭크 리비)가 발표자로 나
섰다.
한편 첫날 마지막 행사에서 각종 시상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MIT 도시연구 및 계획학과(Urban
studies and Planning)의 Karen Polenske의 Technology-Energy-Environment-Health Chain in
China : A Case Study of Cokemaking가 산업내 다양한 계층의 심층조사와 이론에 바탕해 진행된 충
실한 사례연구의 전형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1997년에서 2004년까지 수년간
중국 샨시(Shanxi)성에서 진행된 집중적인 현장조사에 기반해 경제, 환경, 생산기술, 그리고 교통 요인
이 이 지역과 산업의 에너지 강도(energy intensities)와 환경 오염 및 인체 건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
이 사례 연구는 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해당 시기 중국의 코크
스산업의 진화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집요한 연구로 사례연구의 한 전형을 제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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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앞선 2007년 피츠버그 경영대학의 Fritz Pill 교수가 자동차 제조업의 국제분업과 생산방식
의 변화 및 확산에 대해 저술한 올해의 책,“The Second Century: Reconnecting Customer and Value
Chain Through Build-to-Order: Moving Beyond Mass and Lean Production in the Auto Industry”
(The MIT Press, 2004),”
역시 사례연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Sloan 산업연구 기금이 계량방법론
을 위주로 한 논문 중심의 미국 학문 풍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연구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현
장중심적 질적 방법론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총회 및 세부주제 패널 발표 이후 진행된 심포지엄 세션에서는‘구산업 영역의 새로운 발전- 의류
산업 산업지구의 성과; 섬유 및 의류산업의 경쟁력 우위 측정 등’
,‘전구산업의 구조 및 기술, 사업 전
략변화’
,‘글로벌 IT 산업과 인력관리’
,‘글로벌 고숙련 노동시장-고학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
도의 서비스 경제의 발전 : 고숙련 노동력의 국제이동’
,‘글로벌 파견산업연구’
,‘지역혁신시스템 및
산업업그레이딩’
,‘산업리스트럭춰링과 노사관계’
,‘물류산업에서의 글로벌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
‘모듈화를 통한 개인 컴퓨팅산업에서 혁신의 글로벌화’
,‘여행 및 관광산업관련 경제발전’
,‘중국과
인디아의 R&D’
,‘건설산업 노동조합 운동의 혁신’
,‘지역 차원의 노동력개발 프로그램과 경쟁력’
,
‘기업내 기업간 임금구조 및 노동이동의 국제 비교’등 다양한 주제들이 산업별 연구를 중심 축으로
발표, 논의되었다. 상당한 범위의 연구 주제들이 포괄되었지만, 대체로 국제화가 산업변화 및 조직변
화에 미친 영향이 여전히 많은 수의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졌으며, 신흥 지식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 구산업의 혁신전략 등이 흥미로운 주제로 논의되었다. 물론 각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주
제의 초록과 일부 논문의 전문은 http://web.mit.edu/is08/에서 참조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07~2008년 Sloan 산업고용관계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주요 책과 논문들의 저자들을 중
심으로 별도의 세션을 구성해 학회 참여자와 이들의 비공식 대화와 토론을 이끌어내는 등 개별 산업
연구가 공유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다양한 소통기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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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합의안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 노동법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김기선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근로시간에 대한 유럽연합지침의 개정 및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의 제정은 지난 수년
간 유럽연합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이었다. 지난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08년 6월 9
일 유럽연합 내 27개 회원국의 노동장관은 이 두 지침에 관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하였다. 유럽연합 고용∙사회∙고용평등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스피드라(Vladimir Spidla) 씨는 이
번 합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이번 합의는 유럽 내 근로자를 위한 또 하나의 큰 진
척이다. 이로써‘유연안정성(Flexicurity)’
이 실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금 보여지게 될 것이
다. 이번 합의는—기업과 근로자가 모두가 원하는 유연안정성을 유지하면서—파견근로자 및 근
로자에 대해 가족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하였다”
라고 평가
하고 있다.1)
이 글에서는,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될 것이다. 근로시간에 관한 유
럽연합지침과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안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만큼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
로 한다. 이와 동시에 이번 합의안이 독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1) 유럽연합 홈페이지 2008년 6월 10일 언론보도,“Commission strongly welcomes today’
s political
agreement on Working Time and Working conditions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8/912&format=HTML&aged=
0&language=EN&gui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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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독일 내 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에 관한
노동법 규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대한 합의안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연합지침(2003/88/EG)2)은, 유럽연합 내 회원국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준
수해야 할 최저수준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은 1일 휴식시간, 1주 휴식시간, 휴게,
주당 최대근로시간, 연차휴가, 심야근로 및 교대제근로 그리고 노동 리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지침 2003/88/EG에 대한 개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번 합의안은 2005년부터 논의되
어 왔던 내용이다. 이 논의의 배경에는 유럽법원의 판결이 자리하고 있다. 유럽법원은 2000년 10
월 3일 SIMAP3)사건과 2003년 9월 9일 Jäger사건4)에서, 대기근무(Bereitschaftsdienst)는—그것이
활동적이든 비활동적이든—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럽연합 내 상당수
국가의 근로시간 규정은 유럽법원의 판결과는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근
로시간에 관한 유럽지침에 대한 합의는 유럽연합 내 상당수의 국가가 대기근무에 관한 유럽법원
의 판결에 대응하는 입법을 마련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지침에 대한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근무, 주당 근로시간의
산정기간, 주당 근로시간의 예외 그리고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2) Richtlinie 2003/8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4. 11. 2003 über bestimmte
Aspekte der Arbeitzeitgestaltung, Ambl. L 299/9.
3) EuGH v. 3. 10. 2000, C-303/98.
4) EuGH v. 9. 3. 2003, C-151/02.

>>

_37

대기근무

이번 합의안은 대기근무에 관해서는 타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유럽법원이 대기근무는 이를 전
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던 것에 반해, 합의안에서는 대기근무를‘활동적
(aktiv)’대기근무와‘비활동적(inaktiv)’대기근무로 구분하고 있다. 대기근무 중 비활동적 시간이란,
근로자가 직장 내에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업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시간으
로 정의된다.5) 예컨대 당직의사가 병원 내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비활동적 대기근로로 간주된
다.6)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비활동적 대기근무시간은 이를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활동적 대기근무는,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개별 회원국 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비활동
적 대기근로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파트너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
으로 산정된다. 반면 활동적 대기근무시간은 유럽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주당 최대근로시간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로 및 활동적 대기근무를 포함하여 산정기간 내
평균적으로 48시간이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소위 Opt-out). 현행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산정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이지만, 이는 단체협약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합의에서는 이 이외에 노사파트너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법률로 12개
월의 산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회원국의 경우에는 산정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7)
5) Mitteilung an die Presse 2876. Tagung des Rates Beschäftigung, Sozialpolitik, Gesundheit und
Verbraucherschutz, 10414/08(Presse 166), S. 9.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
docs/ pressData/de/ lsa/101752.pdf.
6) Tagesschau 2008년 6월 10일자 보도,“EU einigt sich auf Arbeitzeit-Richtlinie,”http://www.
tagesschau.de/ leiharbeit8.html.
7) Mitteilung an die Presse 2876. Tagung des Rates Besch?ftigung, Sozialpolitik, Gesundheit und
Verbraucherschutz, 10414/08(Presse 166), S. 9.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
docs/pressData/de/ lsa/1017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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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근로시간의 예외

합의안에 의하면, 이른바 Opt-out, 다시 말해 최대 48시간의 주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동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로시간 형태
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을 평균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8) 또한 비활동적
대기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5시간까지 연
장될 수 있다.9)
이번 합의안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의 예외가 적용되는 근로자를 위한 일련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주 근로시간의 예외에 대한 자신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10) 뿐만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의 예외는 동일 사용자에게 10주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보고의무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근로시간의 예외를 허용하는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은 지침의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유럽위원회에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를 행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사
유, 허용 분야 및 업무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 이에 관한
노사파트너의 견해 등이 포함된다.11) 법률로 주당 근로시간의 산정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국가도
8)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최대 60시간보다 긴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9) 유럽연합 홈페이지 2008년 6월 10일 언론보도,“Commission strongly welcomes today’
s political
agreement on Working Time and Working conditions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http://europa.eu/rapid/ 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8/912&format=HTML&aged=
0&language=EN&guiLanguage=en.
10) 시용기간이 이보다 장기간인 경우,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그리고 시용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주
당 최대근로시간의 예외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11) Mitteilung an die Presse 2876. Tagung des Rates Beschäftigung, Sozialpolitik, Gesundheit und
Verbraucherschutz, 10414/08(Presse 166), S. 10.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
docs/ pressData/de/ lsa/1017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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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에 보고를 행해야 한다.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유럽위원
회는 1년 이내에 이 두 가지 사항에 관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보고를 행해야 한다. 유럽위원
회는 예외적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축소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유럽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보고에 기초하여 주당 근로시간의 예외 및 근로시간의 산정기간에
대한 평가를 행한다. 유럽위원회는 평가가 있은 후 1년 이후에 유럽이사회의 평가를 고려하여 유
럽위원회는 그 평가가 있은 지 1년 이후에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지침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

이번 합의안은, 개별 회원국으로 하여금 노사당사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의 보다 나은 조화를 촉
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의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모델
또는 근로시간 체계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를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대한 합의안

현재 유럽 내에는 8백만 명이 파견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
시간근로와 기간제근로계약에 관한 유럽지침의 제정 이후인 2000년 5월부터 유럽 노사당사자인
유럽산업∙사용자단체연합(UNICE), 유럽공공경제연맹(CEEP), 유럽노동조합총연맹(EGB)은 파견
근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12) 2001년 5월 21일 유럽 노동당사자가 합의도출에 실패13)
12) Riederer von Paar, in: Schüren/Hamann,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3. Aufl. 2007, Einl. Rn. 584.
13)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기준이 될 사용사업 내“비교 가능한
근로자”
의 정의에 그 원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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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002년 3월 20일 유럽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을 위한 제안14)을 제출하였다. 2002년 11월 21일 유럽의회의 변경 제안이 있은 직후, 유럽위원회
는 2002년 11월 28일 수정된 안15)을 다시금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안은 2003년 6월 2~3일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영국과 독일의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다.16) 2004년에도 유럽이사회에서 합
의도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지침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영국에
서 파견근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이번 합의안은, 몇 년간 표류
하던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지침에 대한 유럽 전체 내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 파견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파견근로에 관한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을 포함한 일련의
파견근로자보호규정과 파견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의 재검토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

파견근로에 관한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를 들 수 있
다. 이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동안 사용사업 내 정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14) Vorschlag der Kommision der E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von Leiharbeitnehmern vom 20. 3. 2002, KOM(2002) 149 endgültig. 이에 관
한 내용은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2:0149:FIN:DE:PDF에
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15) Geänderter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von Leiharbeitnehmern vom 28. 11. 2002, KOM(2002) 701 endgültig.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2:0701:
FIN:DE:PDF를 참조.
16) Boemke/Lembke,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2. Aufl. 2005, §9 Rn. 7; Thüsing, Europäisches
Arbeitsrecht, 2008, §4 R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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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여 단체협약으로 평등대우원칙과 달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활용하지 않는 개별 회
원국의 경우에는 노동∙경영계의 합의에 근거하여 일정 한계 내에서 평등대우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7)

파견근로자에 대한 기타 보호규정

이 밖에 합의안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 내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
용사업 내 충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 파견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견
근로자의 실질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 내 복리후생시설 내지 제도
(예컨대, 구내식당, 육아시설 및 통근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8) 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직
업훈련을 촉진해야 한다.

파견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의 재검토

끝으로, 합의안에서는 유럽연합 내 개별 회원국은 파견근로와 관련한 제한 내지 금지규정을 재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19)

17) Mitteilung an die Presse 2876. Tagung des Rates Beschäftigung, Sozialpolitik, Gesundheit und
Verbraucherschutz, 10414/08(Presse 166), S. 11.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
docs/pressData/de/ lsa/101752.pdf.
18) 유럽연합 홈페이지 2008년 6월 10일 언론보도,“Commission strongly welcomes today’
s political
agreement on Working Time and Working conditions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http://europa.eu/rapid/ 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8/912&format=HTML&aged=
0&language=EN&guiLanguage=en.
19) Mitteilung an die Presse 2876. Tagung des Rates Beschäftigung, Sozialpolitik, Gesundheit und
Verbraucherschutz, 10414/08(Presse 166), S. 11 f.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
docs/pressData/de/lsa/1017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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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합의안의
독일 노동법에 대한 영향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인 오라프 숄츠(Olaf Scholz) 씨는 이번 합의안은 독일에게도“바람직한
해결책”
이며,20) 이번 합의안이 유럽연합 내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만한 보호수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1)

근로시간과 관련한 유럽연합지침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독일은 이미 2004년 1월 1일에 유럽법
원의 판결을 실정법으로 수용한 상태이다. 독일 근로시간법(Arbeitzeitsgesetz)에 따르면, 1주의 근
로시간은 평균적으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근무는 이들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시간에 대기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
48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이
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독일은 앞서 소개한 이번 합의안의 내용과 일치하는 대부분의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로 인한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지침안에 대한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파견
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은 독일에서는 이미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22) 독일에서도 -

20) Tagesschau 2008년 6월 10일자 보도,“EU einigt sich auf Arbeitzeit-Richtlinie,”http://www.
tagesschau.de/ leiharbeit8.html.
21) 독일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8년 6월 10일자 보도,“Politische Einigung im EU-Ministerrat zu den
Richtlinien über Arbeitszeit und Leiharbeit am 9. Juni 2008,”http://www.bmas.de/coremedia/
generator/ 26466/2008__06__10__leiharbeit__arbeitszeit__mate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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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 단체협약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평등대우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23)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에 관해 독일은 이미 유럽기준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인한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중대한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유럽
의회를 거쳐 두 지침에 대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 노사 양자를 포함시켜 유럽지침에 따
라 국내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24)

■ 맺음말
이번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지침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유럽노동
조합총연맹(EGB)은 대기근무를 비활동적∙활동적 대기근무로 구별하는 데 비판적이다.25) 독일노
동조합총연맹(DGB)도 이번 합의안이 비활동적 대기근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유
럽법원의 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한다.26)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근로자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근로시간 규제를 원하는 스페인을 필두로 한 소수의 국가도

22) 독일이 2002년 당시의 유럽지침안을 성급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비판으로 Lembke, Die“HartzReform”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BB 2003, 98, 100.
23) 예컨대 독일근로자파견사용자단체(BZA)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산하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
체협약.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bza.de/406.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24) 독일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8년 6월 10일자 보도,“Politische Einigung im EU-Ministerrat zu den
Richtlinien über Arbeitszeit und Leiharbeit am 9. Juni 2008,”http://www.bmas.de/coremedia/
generator/ 26466/2008__06__10__leiharbeit__arbeitszeit__material.html.
25)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8년 6월 10일자 보도,“Neue Arbeitszeitregeelung stö�t auf Kritik,”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4286850F0B5D488D91
10A37ECDD6B3E4~ATpl~Ecommon~Scontent.html.
26)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2008년 6월 10일자 언론보도,“DGB begrü�t Einigung der Arbeitsund Sozialminister zur Leiharbeit”
, http://www.dgb.de/presse/pressemeldungen/pmdb/pressemeldung_
single?pmid=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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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7)
이와는 반대로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지침 합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측의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
지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은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명
하였다.28) 또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도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 내 정규직 근로자의 평등대우가 유
럽 전체의 기준이 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29) 한편, 이전에 영국과 독일의 반대로 인
해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지침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것으로 감안할 때 현재 이로 인한 입법
적 장애물은 제거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에 대한 노사의 합의가 이루어
진 바 있고, 독일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지침에 대한 이번 합의가 온전히 유럽지
침으로 성립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현재 두 지침은 유럽의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유럽연
합 전체에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을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하자.

27) Tagesschau 2008년 6월 10일자 보도,“EU einigt sich auf Arbeitzeit-Richtlinie,”http://www.
tagesschau.de/ leiharbeit8.html.
2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8년 6월 10일자 보도,“Neue Arbeitszeitregeelung stö�t auf Kritik,”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4286850F0B5D488D91
10A37ECDD6B3E4~ATpl~Ecommon~Scontent.html.
29)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2008년 6월 10일자 언론보도,“DGB begrü�t Einigung der Arbeitsund Sozialminister zur Leiharbeit,”http://www.dgb.de/presse/pressemeldungen/pmdb/pressemeldung_
single?pmid=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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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현황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 머리말
세계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오랜 동안 스웨덴 모델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6년의 약 83%에서 10년 후인 2006
년에는 75%로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에도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
다. 이 글은 최근 스웨덴의 각 중앙조직별 조직률의 감소 현황과 그 원인, 영향 등을 다룬다.

■ 각 노동조합 중앙조직별 조직률 감소 현황
스웨덴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생산직과 서비스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LO(Landsorganisation),
사무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TCO(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마지막으로 고학력 전문 자
유직 종사자를 대표하는 SACO(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등 세 기관으로 나누어
져 있다. 최근 몇 년 간 스웨덴 노조조직률 감소 현황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노조 중앙
조직에 따라 조직률 감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세 노조 중앙기관 중 노조조직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조직은 LO이다. LO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원의 약 9만 7천 명에 해당하는 7.2%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1/4분기 동안만에도 LO의 조합원 수는 22,400명만큼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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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O 소속 각 연맹의 조합원 감소 상황
연맹

조합원 수(2008년 3월 31일 현재)

금속

감소 인원(2008년 1월~2008년 3월)

407,939

-6,052

지방자치정부 서비스요원

529,868

-5,758

유통업

151,973

-2,278

통신 서비스업

138,508

-1,978

건설업

117,745

-1,550

숙박업 및 요식업

44,603

-1,440

식료품 유통업

39,308

-927

임업 및 목재

48,685

-712

부동산업

35,520

-704

상업디자이너

22,633

-415

제지업

20,851

-310

페인트업

15,357

-158

전기공

25,763

-74

음악가

3,088

-15

운수업 노동자

미상

미상

자료 : LO-tidningen,“Fortsatt ras för facket”
.

LO의 자체 기관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LO 산하 15개 연맹 중 보고를 하지 않은 운수업 노동
자 연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연명 중에서
2008년 1/4분기 동안 전체적으로 22,371명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 절대 숫자상으
로 조업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맹은 금속연맹으로 6,052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
로 지방자치 정부 소속 노동자 연맹인데 같은 기간 동안 5,758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다. 금속 연
맹의 노조원 감소는 스웨덴의 탈산업화와 국제화 추세와 비례해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정부
소속 노동자의 노조원 감소는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정부가 운영하였던 복지사업의 민영화 추세
와 관련이 있다. 최근 몇 개월간은 2007년의 급격한 조합원수 감소에 비해 규모는 줄고 있지만 감
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1)
1) LO-tidningen, 2008-04-11,“Fortsatt ras för fa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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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CO소속 각 연맹의 조합원 변동 상황
연맹

조합원 수(2007년 12월 31일 현재)

변동 인원(2007년 1월~2007년 12월)

변동율(%)

제조업소속 사무직

273,484

-14,474

-5.0

초, 중등학교 교원

177,020

-3,081

-1.7

지방자치정부 사무직

127,448

-6,265

-4.7

일반기업소속 사무직

138,870

-16,125

-10.4

보건업 종사자

91,695

-2,609

-2.8

스웨덴 사무직

70,238

-5,177

-6.9

금융업

30,136

-1,361

-4.3

경찰서 사무직

17,442

536

3,2

져널리스트

14,280

-448

-3.0

보험 및 유사 금융업

11,926

-392

-3.2

극장관계 종사자

7,006

-879

-11.1

방위산업 사무직

3,511

-349

-9.0

약국 종사자

5,074

-167

-3.2

관세청

2,454

-39

-1.6

전문 고등교육 기관 교사

1,892

33

1.8

전문 음악인

1,601

-130

-7.5

882

-104

-10.5

974,959

-51,031

-5.0

농업가
전체
자료 : TCO(2007), TCO의 조합원수 변동 상황.

16개의 산하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직노동조합총연맹 TCO의 경우도 LO와 비슷하게 계
속 조합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TCO의 조합원수는 전체적으로 약 5%인 5만
명이 감소하였다.
TCO 산하 16개 연명 중에서 절대 숫자상으로 조합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맹은 일반 기업
사무직연맹으로 2007년 1년간 16,125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체 소속 사무
원 연맹인데 같은 기간 동안 14,474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다. 제조업체 소속 사무원연맹 소속 노
조원의 감소는 LO 소속 금속연맹의 경우와 비슷하게 스웨덴 기업의 탈산업화와 국제화와 관련되
어 있다. 감소율을 볼 때 일반기업 사무직연맹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극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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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ACO소속 각 연맹의 조합원 변동 상황
연맹

조합원 수(2007년 12월 31일 현재)

변동 인원(2007년 1월~2007년 12월)

변동율(%)

농지, 임산, 정원, 환경, 영양 전문가

5,733

+3

0.1

사회과학 전공자

36,984

+813

2.2

경제, 경영학 전공자

22,848

+268

1.2

문화 정보업

16,184

+25

0.2

작업 요법사

7,595

-127

-1.6

법률학 전공자

52,286

-109

-0.2

교회

4,156

-60

-1.4

물리치료사

9,571

-217

-2.2

고등학교 교원

55,898

-1090

-1.9

자연과학 전공자

16,479

+477

+3.0

현역 장교

8,806

-235

-2.6

교통 및 철도 전문가

3,390

+69

+2.1

보건, 정보 및 행정 전문가

10,379

-146

-1.4

건축가

6,565

+32

+0.5

약사

5,690

-9

-0.2

선박 기관사

1,734

-104

-5.7

토목기사

93,811

+805

+0.9

의사

28,943

-28

-0.1

정신과 의사

6,361

-52

-0.8

예비역 장교

2,303

-970

-29.6

교감, 교장

5,852

-216

-3.6

치과의사

6,953

-215

-3.0

대학교수

17,416

-473

-2.6

수의과 의사

1,993

+44

+2.3

427,930

-1514

-0.4

전체
자료 : SACO(2008), 조합원 통계.

종사자 노동조합연맹이 가장 높은 노동조합원 감소율을 보였다.
L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CO의 경우도 2008년 이후 조합원의 감소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실은 보건업 종사자 노동조합연맹의 경우 2008년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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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합원수가 4천명 만큼 증가한 것이다. 보건업 종사자들은 지난 4월 파업 기간 동안 비조합원
이 당할 수 있는 만일의 불이익을 대비해 가입한 것이나 파업 종결 이후 약 천 명이 다시 노동조합
을 탈퇴하였는데 비교적 다른 연맹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한 LO와 TCO와 달리 고학력 전문 자유직 종사자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SACO의 최근 몇 년간 가입자수 변동은 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 10
년간의 통계를 볼 때 SACO 소속 노동조합원은 약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SACO소속 노동조합원의 증가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고학력화의 추세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SACO 산하 24개 연명 중에서 절대 숫자상으로 조업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맹은 고등학교
교원연맹으로 2007년 1년간 1,090 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비역장교연맹인데
같은 기간 동안 970 명이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교원노조원의 감소는 노조원 중 상당수가 1940년
출생자들로 이들이 점차적으로 정년퇴직을 함과 동시에 노조를 탈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감소율을 볼 때 예비역장교연맹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선박 기관사노동조합연
맹이 가장 높은 노동조합원 감소율을 보였다. 현역 장교와 예비역장교노동 연맹의 조합원 감소는
최근 수 년간 지속된 스웨덴 국방예산 감소에 따라 스웨덴 도처에 산재한 군사기지의 폐쇄로 이
루어진 것이며, 이 분야의 노동력은 보통 같은 SACO 산하 연맹에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연맹에
재가입을 하기 때문에 SACO의 전반적인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및 변동 원인
최근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해 반영된 결과이
다. LO측이 특히 강조하는 요소는 정치적 요소이다. 2006년 9월 이후 중도보수 연합정권 정부 탄
생 이후에 실업보험료 인상, 노동조합비 세금감면 혜택 취소가 실시되었다. 특히 LO 산하 노조 연
맹에 소속된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실업보험을 탈퇴하면서 노동조합도 동시에 탈퇴를 한 것이다.2)
이런 사태를 주목해 LO의 단체협상 책임자는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는 정치적인 원인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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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한 또 한 가지 이유로 스웨덴 청년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저조한 관심을
들고 있다.3) LO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청년들은 예전의 경향과는 달리 노동조합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
며 또 그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이 보고서
에 의하면 연령이 24세 이하의 청년들 2명 중 1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4)
이 보고서는 청년들이 노동조합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
다. 그 첫 번째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이나 실업보험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비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높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의 취업
형태가 한시고용이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연령대가 16~19세 사이의 노동자 중
3/4이 한시고용인 반면, 연령대가 20~24세 사이의 노동자는 거의 반수가 한시고용이다.5)
청년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저조한 또 한 가지 원인은 스웨덴 산업구조의 변경과도 관련이 있
는데 예전에는 제조업에 일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산업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편
인데 이런 서비스 산업이 경우 임시직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에도 스웨덴 제조업체가 국내보다는 국외에 더욱 확장하는 편이라 스웨덴 제조업 소
속 노동자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6)
TCO측은 노동조합원 조직률의 감소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라기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
각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노동자의 수가 한동안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보험료 인상, 노동조합비 세금감면 혜택 취소 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
조합을 탈퇴하려는 생각을 더욱 부추겼다는 의견이다.7)
2) LO-tidningen, 2008-08-22,“A-kassorna fortsätter att tappa”
.
3) Svenska Dagbladet, 2007-8-21“Unga ratar facket”
.
4) LO(2007) Ungdomar och facket(Youth and the Trade Union), rapport 5/7 2007:8.
5) Euroline, Trade unions take action to counter membership decline http://www.eurofound.europa.
eu/eiro/2008/06/articles/se0806029i.htm, accessed on 2008-08-22,
6) LO(2007) Ungdomar och facket(Youth and the Trade Union), rapport 5/7 2007:8.
7) LO tidningen, 2007-09-14,“Totalt har 130,000 gått 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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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O의 경우 최근 가입자수가 약간 늘긴 했지만 SACO산하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원 중 정
년퇴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 정책상 대학이 신설되지 않아 대학 졸업자수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SACO소속 노동 조합원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8)

■ 조직률 감소의 여파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감소한 중앙조직은 생산직과 서비스직 종사자
노동조합인 LO이다. LO의 계속되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는 최근 10에서 15년 간 LO의 재정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쳐 같은 기간에 중앙조직에 근무하는 약 3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원되었
다. 이 인원들의 대부분은 LO의 자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인데 노조 자체 교육활동의 감소
는 장기적으로 노조의 사업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9)
최근 LO 산하 연맹 소속 노조원의 감소는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간의 세력 분담에도 영향을 가
져왔는데 조합원의 감소는 산하 연맹의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중앙기관의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0)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이로 인한 중앙조직에 미치
는 악영향을 우려해 신규 노동조합원 모집을 담당하고 있는 LO의 제3부위원장 레이프 호칸손
(Leif Håkansson)은 노동조합 가입을 중앙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노동이동률이 높은 청년층에 집중해 있는 사실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다.11)
학생들이라든지 임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직업간 이동이 잦아 LO의 어느 특정한
노조연맹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8) Ibid.
9) Svenska Dagbladet, 2008-05-25,“Uppf;rsbacke för LO”
.
10) Ibid.
11) LO tidningen, 2007-10-26,“Rent LO-medlemsskap ett alternat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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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은 청년층이며 또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장에 소속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럴 경우 직장에 따라 노동조합연맹이 다
를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해 노동조합비와 실업 보
험료를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O의 제3 부위원장의 제안은 이런 사실
을 특히 주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LO의 부대표 울라 린트퀴스트는 그래도 청년들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대표가 사업주 대표와 단체협상을 할
경우 다수 노동자를 대표하면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또한 노동조합은 장기고용자만 아니
라 한시고용자의 노동조건도 협상하기 때문이다. 린드퀴스트는 현재 노동조합이 청년들에게 노
동조합 가입의 효용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
청년들이 일하는 많은 사업장에 노동조합 대표가 없는 관계로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조차 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다.
LO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특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
넷과 전화를 사용해 노동조합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를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유용
성을 알리고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커피 휴식시간을 이용해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최근 LO소속 노조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LO의 정치적 역할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보수연합정권하에 노조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LO와 사회민주당의 협
력 관계를 감안할 때 LO의 스웨덴 노동정책에 대한 역할의 감소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 맺음말
1990년대 초반 이후 노조 조직률 감소는 스웨덴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보
이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에 있어 노조 조직률 감소는 2006년 이후 그 감소 속도가 가중 되었는
12) Svenska Dagbladet, 2008-05-29,“Fikasamtal bättre än kampanj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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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노동조합 가입률의 증감에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일부 증명한다.
최근 스웨덴노조 조직률 감소는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직업이동성에도 기인한다. 단기
비정규 고용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에게 있어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특히 중앙수준단체협약 교섭시 사업주에 대항해 노동조합의
역량과 대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속되는 노조 가입를 감소는 앞으로 노동조합 중앙조
직 특히 LO의 정치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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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노조의 등장과
그 의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미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보편화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노사관계상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은 최근
까지 그 영향력이 국경을 넘는 사례가 좀처럼 드물었다. 발빠른 경영 전략으로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이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급격히 사측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특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국지
적인 노동조합의 저항이 무의미하게 된 지 오래다. 불균형한 노사관계 속에서 쇠락해가던 노조들
역시 기업들의 전례를 따라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덩치를 키우고, 조직의 영향력을 세계화시키
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연합된 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애써
왔다. 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로서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진 영국과 미국의 노조
간의 통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통합 동기, 과정, 향후 활동 전망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 글로벌 노조의 등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 최초의 다국적 노조
영국의‘유나이트(Unite)’
와 미국의‘연합철강노조(United Steel Workers)’
가 전격적인 합병함
으로써 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됐다. 두 노조는 7월 2일 미국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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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스에서 개최된 철강노조의 정기총회에서 조인식을 갖고 대륙간 노조‘워커스 유나이팅
(Workers Uniting)’
을 출범시켰으며, 300만 명이 넘는 노조원수를 자랑하게 됐다. 연합철강노조는
미국을 주축으로 캐나다와 캐러비언 지역까지 영향력을 과시하는 북미 최대의 민간 부문 노조로
서 광업, 석유, 제지, 보건∙안전 산업분야의 종사자 120만 명을 노조원을 거느리고 있다. 유나이
트(Unite)는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아미쿠스(Amicus)’
와‘운송일반노조(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의 합병으로 2007년 5월에 탄생했으며, 영국 전 노조가입자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영국 최대의 노조이다.
약 2년간의 물밑 교섭을 통해 준비했던 합병은 2007년 4월 18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본격적
으로 시작됐다. 이 각서에서 합병에 대한 동의를 밝힌 노조들은 세부적인 합병 준비 절차를 마련
하기 시작했다. 영∙미측의 각 조합에서 합병을 진행할 5명씩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보좌
할 실무진 구성해, 통합을 진행할 법적인 틀과 정관, 규정과 규칙 등을 마련하고, 조직의 구성 방
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분기마다 고위 관계자 회담을 통해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내고, 통합의 큰 그림을 감독하게 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노조 활동 프로그램을 단일화할 방
안을 찾고, 중장기적으로 노조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 노력해 왔다.

■ 통합 동기
지리적∙제도적∙법률적인 면 등에서 통합이 쉽지 않았을 두 거대 노조의 통합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은 노조들이 상대해야 할 기업과 자본의 세계화였다. 기업들이 발빠른 다국적화∙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경영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노조들은 여러가지 제한으로 인해 국경
을 넘기 힘들어 주로 상대해야 했던 다국적 기업의 힘을 넘어설 수 없었던 점이 세계적인 노조 쇠
락의 한 이유로 꼽혀 왔다. 영미 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조들 간의 연대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
었다. 완전 통합의 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와 상호 지원을 해온
예는 여러번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
세에다 연금 제도의 축소나 폐지,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률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노동
자들을 보호해야 할 노조도 다국적화된 기업 앞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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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 맞서기 위해 노조 간에 힘을 결집시킬 필요를 느끼
게 됐고, 전략적 동맹 이상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점차 뜻이 모으게 됐다. 즉, 세계화
된 거대 기업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조들 역시 인적∙재정적인 힘을 축적하고, 세계적으로 통
일된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인식한 노조가 우선 자국 내에서의
몸집 불리기를 통해 인적자원과 자금을 확보한 후 이를 발판삼아 세계화를 추진하게 됐다. 유나
이트의 경우 아미쿠스와 일반운송노조의 자국 내 합병을 진행하면서 북미의 철강노조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미쿠스 출신의 유나이트 공동 의장인 데렉 심슨은 인터뷰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한 나라의 근
로자들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과도한 힘을 통제
하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횡포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국가의 권위까지도 넘보고 있다고 주장
했다. 결국 부유한 계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강 노조
의 리오 W. 제라드 위원장도 글로벌노조의 탄생은 날로 그 힘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에 대
항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세계화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선진국 근로자들의 실업이라는
대가로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오직 노동자의 전
세계적인 강한 유대만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력 착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
조했다.

■ 운영 방안
새로운 통합 노조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에서 등록되어있고, 설립에 참여한 노조들의
모든 조합원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공동의장에는 철강노조의 제라드 의장
과 유나이트의 데렉 심슨 의장이 맡기로 했다. 새 노조의 조직은 창립 참여 노조들로부터 일정 인
력을 지원받아 구성된‘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위원은 학술연구,
국제문제, 의사교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초기 예산 집행권을 가진 운영
위원장 1인에 의해 지휘될 예정이다.
두 노조는 소속 국가 내에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협상력을 보장받는 등 전반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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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존재로 남을 예정이지만,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초국가적인 연합이 필요할 경우 공동지도
부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제라드 의장은 공동의 리더십이 필요한 공통의제
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철강, 제지, 석유 산업 등에서 두 노조가 공통으로 상대해야 할 기업들
이 적잖이 있으며, 이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양국간의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
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에서 확정급여형 연금 지급에 대한 노사간 동의가 이뤄졌을 경우 다른 나
라에서도 동일한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활동 전망
가입 노조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핵심적인 활동 외에 글로벌 노조로서 성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
으로 노조활동을 홍보하고, 자립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활동 계획을 가지
고 있다. 전 세계적인 노조 운동 확산을 위해 두 노조가 합병 과정 중 콜롬비아와 멕시코 노조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국제연대(solidarity)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거대화 된 글로벌노조의 1차적인 상대는 물론 다국적 기업이지만, 한껏 커진 규모를 이용해 정
치권에 대한 로비활동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노조는 상호간 정치권에 대한 영
향력 상승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대방 국가의 정치 행사에 상호 교차 참석할 계획이다. 유나이트
는 현재 영국 노동당에 상당한 액수의 당비 납부를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철강
노조 역시 미국 민주당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력자 중 하나이다. 두 노조는 앞으로 노동당 전당대
회나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석하여 파트너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노조측은 국제통상, 개도국 근로자 권익, 국가간 노동력 이동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
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노조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비력과 발언권 역시 급격히 신장
할 것으로 기대돼 WTO, 유럽연합 위원회 등과 같은 초국가적 기관 등과도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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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전망
초국가적 거대 노조가 최초로 등장하기는 했으나, 이는 노조의 세계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증거
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유나이트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인 운송일반노조 출신의 토니 우
들리 유나이트 공동의장은 새로운 노조의 출범은 앞으로 더 크고 강력한 국제노동조합을 위한 초
석일 뿐이라고 밝혀, 초국가간의 노조 합병이 앞으로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짐작케 했다. 데
렉 심슨 의장도 이번 통합을 정확히 합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노조 설립을 위해 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설명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합병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심슨 의장은 이번 합병을 이렇게 준비된 틀에 먼저 서서히 두 참여 노조를 이주시켜간다는 방식
을 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워커스 유나이팅이 기존의 노조들을 추가적으로 합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장 움직임도 포착된다. 2007년 유나이트로의 통합을 준비하면서 아미쿠스는
독일의 금속노조인‘IG Metall’, 미국의‘국제정비사협회(International Associtation of
Machinists)’
, 또 이미 합병을 마친‘연합철강노조(USW)’
와 10년 뒤의 연방제 형태의 단일 노조
출범을 목표로 연대 협약을 맺었다. 현재 아미쿠스가 유나이트로 합병됐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사
업은 영국에서는 유나이트가 주축이 되어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이 노조가 출범할 경우 760만 명
의 노조원을 거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워커스 유나이팅은 이미‘오스트레일리아 노동자
연합(Australian Workers’Union(AWU)’
나 유럽의 노동조합들과도 연대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와 유럽의 일부 선진국 중심의 노조들에 집중된 멤버십을 탈피하여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옮겨가려는 의중은 다른 지역의 노조들과도 연대를 이룰려는 계획에서 비춰진다. 두 노조는‘워
커스 유나이팅’
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노동력 착취에 대응하고, 노조운동 확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Committee)와 함께 중앙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노조와 동맹관계를 맺는 노동 권리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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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다국적 노조의 출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노동총연맹(TUC)
의 오웬 튜더 국제관계 담당관은 자본주의가 세계화되는 시대에 이번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찾기 힘들다고 평했다. 한편으로는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과정상의 어려
움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나이트의 경우 영국 내에서도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모여
서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더욱 이질적일 수도 있는 외국 노조와 급하
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또한, 유나이트의 산업별 구성에 대한 염려도
제기됐다. 런던 정경대의 리차드 하이만 노사관계학 교수는 유나이트를 다 가진 듯 보이지만, 결
국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고 평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 분야에
서 독점적인 협상력을 가질 만큼 노조원을 확보한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다국적 노조로 발돋움했
을지는 몰라도 협상력과 같은 내실은 여전히 부족한 유나이트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한계때문
에 글로벌 노조라는 위명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다른 노조들과 공동 대응 정책 등을 논의할 수 밖
에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또한, 초국가적 통합의 효과를 통해 노조의 부흥을 꿈꾸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시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25년 전에 비해 노조 가입자 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여러 차
례 나타난 국내 통합은 노조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기보다는 노조의 쇠락을
제한적으로 막는 임시방편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같은 논리로 노조 활동을 세계적으로 퍼뜨리
기 위해 몸집을 불린 이번 통합의 목적도 과거의 사례를 보아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셈이다.
앞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영국 리즈대학의 이안 그리어 연구원은 유럽
의 노조의 경우 노조원 손실이 많지 않고, 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에 응할 인센티브가 많
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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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 (1)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1)은 원칙적으로 지난 4월 9일
8월 20일자「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
2)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7월 24일 의회 심의를 통
발표된 노사단체의「공동입장」

과한 법률안은 8월 7일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결국 입법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프랑스 정
부는 이번 가을부터 동 법률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에 따르면, 동 법률은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은 강력하
한편,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입법 목적’

고 합법적인 틀 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보강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장에서는‘사회민주주의’
라는 제목하

1) LOI n�2008-789 du 20 août 2008 portant rénovation de la démocratie sociale et réforme du temps de
travail
2)「대표성,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및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4월 9일자 공동입장(La position commun du
9 avril 2008 sur la représentativité, le développement du dialogue social et le financement du
syndicalisme)」
, 원문은 http://www.humanite.fr/La-position-commune-sur-la-representativitesyndicale 참조. 공동입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손영우,「프랑스 노사단체의‘대표성, 사회적 대화
의 발전, 그리고 조합 재정 수입에 대한 2008년 4월 9일 공동입장’
의 주요 내용과 노동조합의 반응」
,
『국제노동브리프』
, Vol.6, No.5, 2008, p.59 이하 참조.
3) Exposé des motifs, Assemblé nationale, p.3,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projets/pl096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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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협약 등 집단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근로시간’
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사실 동 법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
난 10년 동안 프랑스 노동시장을 지배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에 시달려 온 주35시간 근로제를 기업
별 교섭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
조합의 대표성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후
자, 즉 집단근로관계 관련 중요한 개정 내용과 헌법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살펴본다.

■ 주요 개정 내용

이번 법률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로는 1950년 이후로 계속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합의
대표성 인정기준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추가된 기준은 연
혁에 있어 2년의 최저기준을 둔 것과 기업내 선거 결과에 의거한 지지도라 할 수 있겠다.
노동조합의 대표성 인정기준 비교
현행법상 대표성 인정기준(L.2121-1)
1.
2.
3.
4.
5.

조합원수
자주성
조합회비
조합의 경험과 연혁
전쟁 중의 애국적 기여

8월 20일자 법률에 의한 대표성 인정기준 (법률 제1조)
1.
2.
3.
4.

공화국적 가치의 존중
자주성
재정적 투명성
교섭단위를 포괄하는 산업적 및 지역적 범위 안에서
최소 2년의 연혁(기산점은 노조 정관의 법적 제출일)
5. 기업선거 결과에 의거한 지지도
6. 활동 및 경험에 따른 영향력
7. 가입 조합원수와 조합회비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선거 결과에 의한 지지도 기준이다. 즉 앞으로 노동조합
이 그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내 관련선거 1차 투표에서 최소 10%, 산별 단위에서 최소
8%의 지지율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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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은 일단 지지율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소규모 노동조합의 난립을 막고, 높은 지지율을
얻은 노동조합에게 보다 큰 합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큰 의미는
4)을 폐기시킨 데 있다. 즉 대표성이 한
그 동안 유지되어 오던 대표성의‘부인할 수 없는 추정성’

번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노동조합은 주기적으로5) 그 자신의 대표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은 이들 기준의 중첩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적용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
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중치는 개별 상황과 노
동조합의 단위, 그리고 상대적 영향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6)
한편, 이러한 대표성 기준의‘강화’
는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들에만 인
정되어 오던 권리를 일반 노동조합에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그 동안 대표성을 인정받은 노조에게만 주어졌던 기업내 선거 1차 투표시 후보자의 독점적
지명권을 일정기준7)을 충족하는 모든 조합에게 부여하였고, 또한 이들 조합은 50인 이상의 기업
및 사업장에 노조지부를 설치하고 그 대표를 지명할 수 있게 되었다(법률 제3조 및 제5조).

이번 개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또 다른 사항이 바로 협약체결방식의 변화이다. 현행법에 의
하여 교섭단위에 따라 다양하던 협약체결방식8)은 원칙적으로 다수 근로자들에 의한 협약체결방

4) Arrêté du 31 mars 1966, 동 명령에 의하여 CGT, CGT-FO, CFDT, CFTC, CFE-CGC 등 5개 노조 및
동 노조에 가맹된 노조들이 대표성의‘부인할 수 없는 추정’
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대표성을
가진 노조들에게 인정되는 독점적 특권을 행사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단위에서 ① 기업위원회위
원과 근로자대표선거 1차 투표시 후보자의 독점적 지명, ② 노조지부 설치 및 노조대표 지명, ③ 단체
협약 및 협정의 체결, 그리고 산별 및 전국단위에서 ① 산별 및 전국단위 협약의 협상 자격, ② 국가보
조금 수혜, ③ 사회보장시스템 운영에의 참여 등이다.
5) 기업단위에서는 매 선거 기준, 산별 및 전국 단위에서는 첫 번째 지지도 계산 후 매 4년 마다 그 지지도
를 입증해야 한다.
6) Exposé des motifs, p.5.
7) 2년의 연혁, 공화국적 가치의 존중 및 자주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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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지향한다는 취지하에서 통일되었다. 즉 동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다수 노조(노조 혹은 노조들
의 지지율 합이 50% 이상)의 반대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최소 3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한 개 이
상 노조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협약은 유효하다.9)
그리고 법률 제7조는 노조대표 없는 200인 미만의 기업에서 사용자가 조합과 관련없는 종업원
대표, 즉 직원대표나 위임근로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이를 규정
하는 별도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가능하며, 동 조항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조합 재정과 관련하여 법률은 재정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목적 관련성 등을 확보할 것
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노조의 자주성을 위하여 조합 재정의 주된 부분은 조합 회비로 충당되어
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법률 제8조는 노동법전상에 노조 회계의 증명과
공시절차, 노조나 사용자단체의 직원 사용, 사회적 대화 필요 재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새로 노동법
전에 편입될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그리고 녹색당의 의원들은 7월 25일, 동 법률이‘노동법 분야의 기준

8) 노동법전에 의하여 전국단위 협약은 5개 대표노조 중 3개 노조의 반대가 없으면 체결가능하고
(L.2232-2), 산별단위에서는 방법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노조 또는 노조들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 체결 가능, L.2232-6)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5개 대표노조 중 3개 노조의 반대가 없으
면 체결가능, L.2232-7)로 나뉘며, 기업단위에서는 적용되는 산별협약이 있는 경우(과반수 이상의 근
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또는 노조들이 체결하거나, 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조 또는 노조들의
반대가 없는 경우 체결 가능, L.2232-12)와 없는 경우(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조 또는 노조
들의 반대가 없는 경우 체결 가능, L.2232-13)로 나뉜다.
9) 다만 그 시행 시기는 전국단위 및 산별단위에서 2014년부터, 기업단위에서는 2009년부터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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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들을 무효화시킬 위험성’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여기에서 쟁
점이 된 조항은 법률 제3조와 제18조였는데, 이 중에서 제3조가 집단근로관계를 다룬 첫 번째 장
에 속한다.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법률 제3조 제7항은 원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기업 내의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기업 내의 사무실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할 것을 새로운
조건으로서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8항은 이들이 근로자대표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12개월,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연속근무가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
리행사시 원기업과 사용기업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
조항들은 사용자들이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체함으로써 그 기업의 근로자수를 실제보다 적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특히 근로자 대표 혹은 기업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의무, 임금협상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근로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
는 기업경영참여권11)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는 밀접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그
근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을 위해 인정되는 것”
이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입법자
가 사용근로자가 그가 일하는 기업에서 투표권이나 입후보권을 가지는 데 12개월 혹은 24개월
의 지속적인 기간을 요구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입법자가 이들 근로자가 투표
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기업 혹은 사용기업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중투표 상황을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 입법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헌법 전문 제8조의 요구에 반하지 않는
다고 보았다.
또한 평등원칙은“입법자가 다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경우에 반하지 않고, 또 처우에
차별을 두는 것이 법률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과 같은 일반 이익을 이유로 하여 평
등에 예외를 두는 것에도 반하지 않는다”
고 하며, 사용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선거에 대한 투표권
이나 입후보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성질의 것이고, 이 처우의 차별은
10) 법률 제18조는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게 지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정되었다. 이는 차후 관련
주제에서 다시 논한다.
11) 헌법 전문 제8항, 모든 근로자는 그들 대표를 통하여 기업경영 및 근로조건의 집단 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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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역시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12)

■ 평가 및 전망
헌법위원회의 결정 후 정부의 신속한 행보에 따라 입법화된 동 법률은 실제 주요 조항들이 각
각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그 실질적인 적용 이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본질적으로 전국단위 협약에 이르지 못한 노사 4개 단체만이 승인한‘공동입장’
을 그 내용
그대로 입법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가 35시간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은 나머지 입법화를 서둘러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35시간제
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그렇다.
우선은,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유지해 온 노동조합 대
표성 인정기준을 드디어 정비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방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불완전하나마 노조의 합의 아래 선거 결과에 따른 지지도와 같은 민
주적인 요소를 투입한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협약 체결방
식에도 다수에 의한 체결방식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긍정적으
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 법률이 사회적 파트너 특히 노동조합에 대하여 끼칠 영향이다. 일단 법률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공동입장 때의 그것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14) 거기에 더하여 실질적

12) Décision n�2008-568 DC, 2008년 8월 7일.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08/
2008568/2008568dc.htm 참조.
13) 특히 대표성 인정기준 관련 비판, Paul-Henri ANTONMATTEI,「Les critères de la représentativité :
lecture critique de la position commun du 9 avril 2008」
, Dr. soc. 2008, p.771이하 참조.
14) 노사의 반응은 앞의 손영우의 글,『국제노동브리프』
, Vol.6, No.5, 2008 참조.

>>

_67

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CGC 와 Unsa의 병합 문제 외에도 주로 특정 산업 분야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FO 및 CFTC가 어떻게 전국단위의 대표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앞
으로의 상황에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 새로 대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동조합들이 어느 정
도까지 이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15) 그러나 비교적 여유로워 보이는 다수 노조
CGT와 CFDT 또한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연달아 벌어진 협상테이블에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나 노동조합 사이의 의견 차 등으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법률로 새로 단장하게 된 사회적 대화의 틀이 그 원래 목적대로 노동조합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세력의 약화를 가져올지는 각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에나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법률이 당장 노동조합간 구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
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15)“Une nouvelle dynamique en marche,”Semaine sociale Lamy, 21 avril 2008, n�
1350, p.4.

68_

<<

일본의 사회보장국민회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간보고 내용
국제노동동향 ⑤ - 일본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사회보장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국민회의를 결성하여 논의를 거듭해 오고 있다.
사회보장국민회의는 2008년 1월 25일에 내각회의의 결정에 의해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1월 29일
에 개최된 제1회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연금 및 고용을 논의하는「소득확보 및 보장분과회」
,의
료 및 개호 그리고 복지를 논의하는「서비스보장분과회」
, 저출산 및 일과 생활의 조화를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분과회」
의 3개 분과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각 분과회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 19일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중간보고 내용을 발표하였
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간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사회보장국민회의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육아지원,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기반으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며, 배우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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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위한 준비가 사회보장제도이며, 이 준비가
사회구조로서 준비되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은 있을 수 없으며, 각종 여론 조사나 정
부 조사를 살펴보아도, 사회보장은 항상 국민의 최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즉 국민의 높은 관심
뒤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의 하나이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다른 선진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다. 2007년 일본의 출생률은 1.34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고
령화율은 20%를 넘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사회보장 급부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부담의 주된 담당자인 현역 세
대는 출생률의 저하와 함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의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출생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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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明中∙張芝延,「韓國における少子化の現狀とその對策」
,『海外社會保障硏究』
, No.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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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 동향과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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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적자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며, 제도의 지속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대의 요청 및 사회의 변화
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현과 필요한 개혁의 방향성 및 처방전을 제기하는 것이 사
회보장국민회의에 부과된 역할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급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위한 부담이 필요
하다. 필요한 급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민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와 동시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보장제도의 운영에는 기업도 그 사회적 책임에 적당한 응분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NPO(비영리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조직의 참가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고 투명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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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를 국민에게 친근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의 구축과 현장에서의 운용의 양면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각각의 책임을 다하면서 대
책 등을 서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보장개혁의 기본적 시점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에서 실시된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개호보험제도 창설
- 2001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자기부담 3할 도입 등)
- 2004년 연금제도 개혁(장래 보험료 수준 고정)
- 2005년 개호보험제도 개혁(예방 중시로 전환, 시설거주비와 식비의 자기 부담화 등)
- 2006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 창설, 요양병상의 재편성 등)

저출산에 대한 대책 지연
- 2007년부터 본격적인 총인구 감소사회에 돌입
- 1990년 1.57쇼크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생률 저하에 대한 대책 미흡
- 출생률 저하는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사회 전반의 기반을 붕괴시키므로, 더 이상 뒤
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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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의 진행
- 일본의 고령화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50년의 고령화율은 39.6%(그림 2 참조)에 달
해 사회보장 급부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의료 및 개호서비스 제공체제의 약화
- 구급의료체제의 부족
-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부족
- 지역의료의 붕괴
- 개호분야의 인력부족

사회안전망 기능의 저하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격차 확대에 의해 피용자보험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이 적용되지 않는 층이 급증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 사회보장제도가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며, 이로 인한 제도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
- 사회보험청의 부정 등에 의해 국민의 신뢰감이 크게 저하

■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강화를 위한 개혁

자립과 공생 그리고 사회적 공정의 실현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급부의 평등 및 부담의 공평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정
을 실현하고 있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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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보장과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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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의 확보 및 국민의 다양한 삶의 존중
인구고령화의 진행에 대응하여 보다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
제도는 개인의 생활과 가치관의 변하에 대응하여야 한다. 개인의 직업선택과 생활방법의 선택에
의해 제도의 적용 및 급부와 부담에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효율성 및 투명성
사회보장제도를 간소하고 알기 쉽게 재정비하고 투명성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공사의 역할분담, 지역사회의 협조
공적 지원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개
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부조에 참가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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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의 진보 및 기술혁신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
IT의 진보 등에 의한 기술혁신의 성과가 의료나 개호 등의 서비스의 효율화와 질적 향상에 활용
되어야 한다.

급부와 부담의 투명화를 통한 제도에 대한 신뢰, 국민의 합의 및 납득을 위한 제도의 구축이 필요
개인의 인생 설계와 사회보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회
보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혁에 대한 합의와 필요한 부담에 대한 납득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하다.

당사자로서 국민 전체가 사회보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시점의 명확화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급부를 받을 수 있
으며, 공평한 부담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도운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확보
경제성장은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향후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
는 것은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역세대의 활력 유지 및 강화
사회보장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현역세대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지탱
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현역세대의 활력을 가능한 한 유지하
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층, 여성, 고령자 등 일할 의욕이 있는 자
는 누구나가 그 능력을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래에 희망을 가지고 안심
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와 능력발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고용의 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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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인적자본의 충실, 다양한 근로형태를 보장하는 근로형태에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
의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

유니버셜 사회의 실현
연령과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사가 있는, 즉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
여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이 필요하다.

공적연금(기초연금)의 재정방식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는 2004년 국민연금개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기존
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전제로, 기초연금제도의 재정방식에 대해서 현행
사회보험방식,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수정안, 조세방식(복수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량
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관련자료 등을 공표하였다.

미납 문제에 대한 대응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납자의 속성을 분석하고 속성에 대응한 실효있는 대책을 신
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② 비정규근로자와 비정규사업소 고용자에 대해서는 후생연금의 적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주에 의한 대행 징수를 실시한다. ③ 확신적 미납자(대부분은 중액 및 고액 소득자 이상)에 대
해서는 철저한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강구하여, 납부율 향상에 신
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무연금, 저연금 문제에 대한 대응
무연금자는 현재 44만 명으로 이는 고령자 인구의 약 2%에 해당한다. 무연금자와 저연금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납 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단신 여성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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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염두에 둔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액의 설정, 탄력적인 보험료 추가납부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제도 등을 재평가하는 사항도 검토 대상으로
논의된다.

의료 및 개호에 대한 수요의 증대
후기고령자의 증가, 핵가족화와 1인 세대의 증가에 의한 가족 개호력의 저하, 지역 지원력의 저
하 등에 의해 의료 및 개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고령화 속도를 상회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의료 및 개호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래의 재원확보가
커다란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제
일본의 병원은 공적 병원보다도 민간 병원의 비율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병원 규모가 작다. 또
한 병상수가 외국과 비교하여 많으며, 병상이 급성기, 만성기, 회복기로 구분되는 기능 분화가 충
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국제표준과 비교한 병상당 의사 및 간호사수가 적으며, 병원 전
체 인력도 적다고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체제의 구조개혁과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계획적 정비
- 서비스 제공체제의 구조개혁: 병원기능의 효율화와 고도화, 지역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 지
역의료 및 개호 그리고 복지의 일률적 제공의 실현, 의료 및 개호를 통한 전문직종간의 기능
및 분할 분담의 개정과 협력체제의 구축
- 서비스를 지탱하는 인적 및 물적자원의 계획적 정비 : 인적자원의 확보, 물적 기반의 정비

진료보수체계 및 개호보수체계의 개정
상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계속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하지만, 동
시에 의료제도 및 개호제도 내부에서의 재원분배 방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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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개호에 관한 장래시산 실시
상기 항목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바람직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인지를 명
확히 하고 실현 및 유지해 나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산을 조속히
실시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의 저출산 대책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하고 양육지원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
하여, 필요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진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조화에 충
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어 기업에 이익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여유가 있는
기업이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따라서 정보제공에 대한 좋은 사례를
수집하고 장점을 분석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 기업에
침투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충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고 유연성이 요구되는 서
비스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원과 재량성의 확보, 보육소 및 유치원과 방과후 아동플랜 등 밀
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연계 강화, 공동적인 대책 추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에 있어서 육아환경의 정비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담당자가 되어 아동의 시점을 중심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부모를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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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비스 수령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 주체성과 요구를 존중하여, 육아가 고립화되지 않도록 아동
과 보호자의 성장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과감한 재원 투입과 새로운 체계의 구축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를 통한 재원 확보를 도모한 뒤에 대담하고 효과적인
재정투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과 양의 근본적인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요구와 육아 단계에 따른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을 실현해 가기 위해
서는 현재 다양한 제도로 나누어져 있는 양육지원 관련서비스를 재구성하고 일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액 요양비제도의 개선
현행 일본의 의료보험 및 개호보험제도에는 고액의 의료비 및 개호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기
부담(의료부담의 경우 원칙 3할)이 고액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가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자기부담
에 일정 상한을 두는 고액 요양비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진료시 자기부담 전액을 지불하고 향후
신청에 의해 고액 요양비를 환급받는 구조에서 처음부터 자기부담 상한액까지만 지불하는 제도
로 바뀐 점 등을 포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저소득자대책의 제도적 개혁
보험료와 이용자부담에 대한 저소득자특례제도는 지급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고 제도별
로 기준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간소하
고 알기 쉬운 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레벨의 사회보장 급부와 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IT의 활용과 사회보장번호제의 도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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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현재의 기초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은 2004년 연금개혁에 의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계
속되는 사회보험청의 부정은 국민의 정부 및 연금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험청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본래의 기능을 완전하게 발
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운용면의 개선 - 가능한 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 등 운용 개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의 지적을 참고하여 신속
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사회보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재원
사회보장국민회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완전한 것으로 하고, 장래에 대한 안심과 안정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신속하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필요재원 확보가 필
요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한 시뮬레이션작업(현행 기초연금을 전액 소비세로 충
당할 경우의 필요 재원 추계)을 실시하여 기초데이터 등을 공표하였으며, 의료 및 개호에 관해서
는 서비스보장 분과회에서 장래비용에 대한 추계작업을 예정하고 있다.

■ 맺음말
이상 지난 6월 19일에 발표된 일본의 사회보장국민회의 중간보고 내용을 소개하였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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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의료보험과 연금, 개호보험의 개정을 실시한 일본이 또 다시 사회보
장국민회의를 만들어 사회보장과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한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
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사회보장의 재원 부족, 그리고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모든 사
회문제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격차의 확대,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소개한
일본 사회보장국민회의의 논의사항은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고용정책 개혁에 커다한 참
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근 개
정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지속성 유지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
낼 수 있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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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종사 인력 유출을
International Labor Trends
둘러싼 논쟁
국제노동동향 ⑥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3년 중국 민항총국(
지양(

) 및 동싱(

) 등 민영(

)이 잉리엔(

), 춘치우(

), 아오카이(

), 화씨아(

),

) 항공사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이직을 희망하는 조종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6년까지 3대 국유(

) 항공사에서만 100여

명의 조종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들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및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8년 3월 31일 발생한 중국 동팡(

)항공 윈난(

)지사 조종사 집단회항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은 조종사들이
목적지 상공까지 갔다가 출발지로 회항하는 바람에 1,500여 명의 승객이 큰 불편을 겪게 되어 사
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조종사 이직과 관련된 노사간의 분쟁은 일반 노동분쟁과 달리 회사측
이 조종사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러한 분쟁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유 독점이 해체되고, 비국유(
국유(

) 경제 주체와

) 경제 주체 사이에 희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다른 업종에서도 이미 존재해 왔다. 향진(

)기업, 민영(

)기업, 외

상투자기업과 국유기업 사이에 인재, 기술, 에너지 및 원자재 등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
고, 현재의 중국 민항공 업계간의 인력 확보 경쟁만큼이나 치열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조종사 인력 이직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중국에서 논의
되고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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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이직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행동의 대표적 사례
- 2005년 말 중국 꾸어항(

) 쩌지앙사(

) 기장의 사직을 두고 인터넷에서 네티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짐.
- 2006년 6월 동팡항공 칭다오(

)지사 조종사 6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이직 신청이 거부당하

자 5일 동안 삭발단식 항의함.
- 2006년 8월 동팡항공 찌앙수(
- 2007년 8월 동팡항공 우한(

)지사 기장 18명 사직 신청으로 노동분쟁 발생.
)지사 조종사 13명 이직, 회사측에게 1억 500만 위안 손해배

상액 지급 판결.
- 2008년 1월 꾸어항(

) 조종사 이민을 사유로 사직서 제출,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

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옴.
- 2008년 3월 31일 동팡항공 윈난지사 조종사 집단회항. 18개의 항공편이 목적지 상공에서 출
발지로 되돌아옴.
- 2008년 4월 1일 동팡항공 윈난지사 조종사 집단회황. 4대의 항공편이 목적지 상공에서 출발
지로 되돌아옴.

■ 조종사 노사관계의 특수성
중국 항공사와 조종사의 노사관계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조종사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가
지고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조종사가
항공학교를 졸업한 후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과 최소한 124만 위안이 비용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
용은 처음부터 항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 따라서 조종사 인력자원의 재산권 귀속 문제는 항
공사의 영업이익 보호와 조종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노사관계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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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고 하겠다.
둘째, 조종사 인력은 공급의 희소성을 가진다. 중국은 다른 여타의 국가보다 조종사 인력의 공
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민항총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만 1천 명의
조종사가 800여 대의 여객기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보
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중국은 비행기 2,400대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약 5
만 명의 조종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매년 1,200~1,500명의 신규
조종사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매년 양성되는 조종사 인력은 800명 내외로 매년 400~700명의 공
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또한 신규 조종사가 자질을 갖춘 기장으로 길러내는 데 적어도
8~1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사 인력의 공급은 중국의 급속한 항공 발전의 속도를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역 조종사의 10% 정도가 퇴직 연령에 이르러 중국 민항공업계의
조종사 인력 수급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종사와 항공사의 노사관계는 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일반적인 노사관계와 비교할 때 조종사가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이 기타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 조종사 이익구조의 특수성
중국에서 조종사 인력 유출을 둘러싼 분쟁은 다원적 이익이 결합된 복잡한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노-자( - ) 이익구조와 자-자( - ) 이익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조종사 노사관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인력자원에 대한 고비용의 투자와 희소성으로 발생
한 노-자 이익구조의 특수성은 인력자원의 재산권 귀속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
종사 인력은 민항사의 비용으로 양성되지만, 조종사 본인이 인력자원의 담체이므로 그 소유권은
조종사 본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다. 둘째, 자-자 이익구조이다. 급속한 민항공업의 발전에 반비례
하여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유 항공사는 기존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한 선점기회
를 이용하여 조종사 인력 확보에 있어 민영 항공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민영 항공
사는 시장후발자로서 국유 항공사와 치열한 인력 확보 경쟁을 펼쳐야만 한다. 인력자원의 수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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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이 많거나 균형인 노동력시장에서는 사용자간 인력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민항공사간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노사관계
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 중국 항공업계간 이익충돌의 심화
최근 조종사 인력 유출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
인은 항공사간의 왜곡된 조종사 인력자원 확보 경쟁에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항공사간의
이익충돌은 국유 항공사와 민영 항공사 간의 이익충돌과 국유 항공사 내부의 이익충돌로 나눌 수
있다. 2006년 10월까지 아오카이(

), 춘치우(

), 잉리엔(

) 등 14개 민영 항공사가 민항총

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민항공업계에 유효한 경쟁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조종사 인력의 수
급난은 민항공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민항공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종사
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외국 조종사를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
아 대부분의 민영 항공사는 높은 임금과 특별보너스 등 온갖 혜택을 제시하면서 국유 항공사의
조종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조종사의 이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국유 항공사는 이
직하는 조종사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액 청구, 비행금지 등 각종 방식을 통해 인력자원
투자자로서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31일 동팡항공 집단회항 사건의 발생 원인
과 관련 있는 국유 항공사 간의 이익충돌이다. 2002월 3월 중국 민항공업계는 중국항공그룹, 동팡
(

)항공그룹, 난팡(

)항공그룹 등 6대 항공그룹으로 조직을 재편하였다. 2004년 국무원의

민항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동팡항공은 윈난항공사를 인수 합병하였다. 수익 면에서 동팡항공보
다 우월한 윈난항공을 인수함으로써 직원간에 강한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윈난지사의 높은 수익
성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은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하이본사의 조종사
들보다 낮았다. 이는 동팡항공 집단회항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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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이직에 관한 법률 논쟁
현 시점에서 중국 조종사 유출 문제는 주로 이직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종사와 민영항공업계는「노동법」
과「노동계약법」
의 규정을 근거로 조종사에게 이직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유 민항사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조종사 이동
에 대한 특별규정을 근거로 조종사 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이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5월 민
항총국은 인사부(

), 노동보장부(

), 국자위(

)와 국무원 법제반(

)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조종사 인력 유동관리를 규범하고 민항 조종사 안정적 확보에 관한 의견(
)」
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항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조종사를 채용할 경우 조종사 본인 및 그 소속사와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직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항공사가 조종사를 모집 채용하여 양성하는 실
제 비용을 근거로 최저 70만 위안에서 최고 210만 위안을 이직 전 항공사에게 지불해야 하며, 현
재 근무 중인 항공사와 노동계약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해지하지 않은 조종사는 새로운 노동관계
의 건립 및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팡항공 집단회항 사건 이후인 지
난 2008년 4월 민항화동(

)지역 관리국은「민항화동지역 조종사 유동관리 방법(

)」
을 제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조종사 유동의 3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첫째, 현 사용자에게 유동 신청을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1) 둘째, 이직한 조종
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와 현 사용자가 협의를 거쳐 조종사 유동에 동의하고 조종사 양성비
용에 대한 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2) 셋째, 유동 동의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현 사용자의
운행관리를 복종하지 않는 조종사는 유동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조종면허,
항공인원 신체검사 자격증과 비행시간증을 현 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현 사용자는 이를 지역
관리국 비행기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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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시로 보관해야 한다.3) 또한 이 방법 제7조는 연간 조종사의

1) 민항화동지역 조종사 유동관리 방법(

) 제6조 제1항.

2) 민항화동지역 조종사 유동관리 방법(

) 제6조 제2항.

3) 민항화동지역 조종사 유동관리 방법(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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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은 당해 항공사의 조종사 총원의 1%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상술한 규정들은
조종사 유동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며, 사실상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인「노동법」
과「노동계약법」
의 관련 규정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대해 중국법학회 사회법학연구회 부회장 왕취엔씽(

) 교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첫째, 상술한 민항주관부문이 조종사 유동 문제에 대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
)은 조종사 유동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특별법은 법률
형식이거나 적어도 행정법규 형식이어야 하므로, 상술한 규정들을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특별
법으로 보기에는 법률 형식상 하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선원의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특별법은「해상법(海商法)」
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항주관부문의 규장(規章)이 노동법과 노
동계약법의 특별법으로 보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또한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특
별법은 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노동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노동자의 이직의 자유를 전제로 하
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조종사 이직에 관한 법률은 조종사 노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종사 이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제한의 방식이나 정도는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이직 제한에 대한 효
과가 중국 민항공업 발전의 장기적인 관점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민
항주관부문의 상술한 규범성 문건의 기본 취지가 합리적인지의 여부 그리고 실정적인 검증을 반
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조종사 유동제도 정립을 위한 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민항주관부문의 조종사 유동에 관한 규정들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특별
4) 민항화동지역 조종사 유동관리 방법(

) 제7조 : 사용자는 항공사 규

모와 조종사 실력 및 생산 현황을 근거로 연간 조종사 유출의 비율과 유동신청 처리기간을 정한다. 본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지역관리국에 신고한다. 조종사의 연간 유동 비율은 항공사 조종사 총원의
1%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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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사직예고, 배상 기준 및 배상 주
체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종사 유동제도 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첫째, 일반적으로 조종사와 항공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조종사에게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인력자원 투자자로서 항공
사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사의 영업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 정도 사직
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조종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항공사의 인력자원 투자
수익권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기간의 장단은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항공사의 인력자
원 투자비용과 수익을 근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노동법학계는 외국 항공사의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간과 중국의 국비장학생 의무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
간은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노동계약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해지
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그러나 조종사 업무와 항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조종사의 갑작스러
운 사직이나 이직으로 발생하게 될 영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
는 시점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
셋째, 노동계약법은 연수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당해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설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상환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 이 때 약정할 수 있는 비용은 연수에 소요된 비용만 포함되고, 인력자본투자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국의 노동법학계는 조종사 인력자원의 고투입성과

5) 노동계약법 제37조 : 근로자는 30일 전 서면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시용중인 근로자는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노동계약법 제22조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를 제공하여 전문적으로 기술연수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근로자와 의무복무 기간을 약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의무복무 기간 약
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액수는 사용자가 부담한
연수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위약금은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부분에 상응하는 연수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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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을 고려하고, 항공사의 인력자원 양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배상 범위는 노동계약
법의 규정과 달리 항공사가 조종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넷째, 노동계약법은 배상책임의 주체를 단지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조종사 유동문
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직 후의 항공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조종사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조종사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어 이직 전 사용자도 충분한 배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학계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이직 후 사용자를 배상 주체로 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이직할 경우 이직 후 사용자가 배상의 주체가 되며, 조종사가 사직할 경우 단지 연
수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사직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항공사에 취직할 경우 당해 사
용자가 원 사용자에게 인력자본 투자수익에 대한 배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 맺음말
중국항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공관련 인력의 수급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중국 민항총국이 여러 개의 민영 항공사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조종사 인력의 부족사태는
중국항공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신생 항공사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조종
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해 주로 높은 임금과 특별보너스를 제시하면서 국유 항공사
조종사들을 스카웃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항공사간 및 노사간의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노동중
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 결과가 천차만별이며, 현재 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다투고 있어 향후 해결방안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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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 청소년 노동시장의 남녀차별 없애기 위한 노력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국제노동기

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일자리

구(ILO)는 그간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를 얻는다고 해도 급여 및 복지제도 수준이 낮은

청소년 고용에 있어 성차별이 아직 존재한다고 밝

부문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혔다. ILO는 많은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사

ILO 관련부서의 한 관계자는 남녀차별을 극복

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큰 기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남녀의 업무적 분리에

회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많은

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은 아직도 저숙련 및 저임금

청소년들을 고용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은 성, 나

분야에서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여성적’
인 일을

이, 인종, 교육 및 훈련의 정도, 가족배경, 건강상

하도록 훈련 받고 있다.

태, 장애 여부 등에 걸쳐 다양하다. 그러나 전체적

�출처 : ILO, 2008년 8월 11일자, ‘Gender

으로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젊은 남성

Equality at the Heart of Decent Work

들에 비해 매우 낮다. ILO는 이 같은 청소년 고용

Campaign-Youth employment: Breaking

시장의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 어린이들에

gender barriers for young women and

게 질 높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제

men,’http://www.ilo.org/global/About_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젊은 여성

the_ILO/Media_and_public_information/

들의 교육 수준이 남성들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지

Press_releases/lang--en/WCMS_

역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여전

097943/index.htm

히 힘든 상황이다. 이는 남녀차별이 노동시장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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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네덜란드 : 네덜란드 노동자들, 유연한 퇴직연령∙연금수급연령 원해
노조연맹, 경영자단체, 연금과 관련된 제반 기관

의 연장(현 65세에서 67세로 연장)에 대해서는 2/3

들, 그리고 사회고용부의 지원에 의해서 설립된 연

가량이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기초연금제도(AOW)

금뷰어(Pensioenkijker.nl)가 최근 연금수급연령과

의 인지도에 관해서는 네덜란드 시민 대부분이 그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사이트는 연금수

내용과 수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급액 계산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부유한 계층 역시 기초연

이에 따르면“퇴직과 이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을

금에 함께 기여해야 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서 대부분의 답변자(60%)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

대하여 34.3%가‘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면, 약 18%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

26.8%는‘매우 동의’
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즉 네

로 나타났다.

덜란드 노동자의 60% 이상이 연금수급연령 및 퇴

�출처 : Pensieonkijker.nl 보도자료,‘Meeste

직연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Nederlanders willen flexibele AOW-

것이다.‘또한 최근 제시된 바 있는 연금수급연령

leeftijd’

독일 : 의회, 불법근로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승인
독일 의회는 불법근로행위(Schwarzarbeit) 및 불

로 건설업이나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주민등록증

법고용행위(illegale Beschäftigung) 근절을 위한 대

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 없이 근로하다 적발되는 경

책의 일환으로 신분증 소지의무 및 신고의무를 강

우에는 사용자에게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화하는 법안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

이 법안으로 인해 건설업, 음식∙숙박업 및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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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abor News

업 부문처럼 불법노동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매년 약 2조 5천억 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감독 강화가 가능하게 되

(한화 약 3,840조 750억 원)에 달하는 독일의 국내

었다. 즉 독일 정부는 불법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총생산 중에서 750억 유로(한화 약 116조 1,022억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09년

5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불법노동

부터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관청에서 발

행위로 인한 경제성과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하는 주민등록증(Personalausweis)을 의무적으

또한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 2007년도에 포착된 지

로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기존

하경제의 규모가 약 3,490억 유로(한화 약 540조

의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험증명 등은 더 이상 허

2,624억 7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불법노동행위가 빈번

�출처 : 1. 포 커 스 , 2008년 7월 29일 자 ,

한 업종에서 새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Steuerhinterziehung: Kein Steuer-

는 기존의 급여명세표(Lohnabrechnung) 대신에

Chip f?r Supermarktkassen,’http://

국민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이

www.focus.de/finanzen/steuern/steuerh

와 관련하여 전출입신고 담당관청에서는 대상자

interziehung-kein-steuer-chip-

들의 주소를 직접 국민연금보험에 통보하여야만

fuer-supermarktkassen_aid_320975.

한다.

html

매년 독일에서는 불법근로와 불법고용을 통해

�출처 : 2. <쥐트도이췌 짜이퉁>, 2008년 7월 30

수십억 유로가 사라지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불

일자,‘Kabinett billigt Gesetzentwurf:

법근로시장이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es:

Schwarzarbeit wird teuer,’
http://www.

BIP)의 3% 규모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

sueddeutsche.de/wirtschaft/271/30424

하여 정부 내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7/text/

독일 : 독일정부의 고령근로자 고용목표치 달성
유럽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연합 전체의

64.5%, 2007년 65.4%로 상승하였다. 2000년 3월

평균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

유럽정상은 리스본에서 2010년까지 평균고용률을

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의 2/3 가량이 일을

70%까지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간 유럽연합

어 55세 이상 64세 미만인 자의 50%를 고용하는

27개 회원국의 고용비율은 2000년 62.1%, 2006년

것 또한 목표로 제시된 바 있다. 유럽통계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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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덴마크(77.1%), 네덜란드(76%) 및 스웨덴

률은 36.8%에 머물렀던 반면, 2007년에는 44.7%

(74.2%)이 15세 이상 64세 미만 근로자의 70%의

로 상승하였다. 고령자의 51.5%가 고용된 독일의

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 2007년 기준 몰타

경우 이미 리스본 합의에서의 목표치를 달성했다.

(55.7%), 폴란드(57%) 그리고 헝가리(57.3%)가 유

현재 독일정부는 2010년까지 고령근로자의 55%

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

를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독일은 69.4%의 고용률로 유럽연합 내 평균치

한편 유럽 전체적으로 고용자의 18.2%가 단시

를 상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리스본 합의의 목표치

간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단

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

시간근로자의 비율이 46.8%로 높은 수치를 보이

또한 2000년 53.6%였던 유럽연합 내 여성고용

고 있다. 독일은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26%로 유

의 평균치는 2007년 58.3%로 상승하였다. 유럽통

럽연합 회원국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계청에 따르면 핀란드(4%), 스웨덴(5%) 그리고 리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단시간근로의 비중

투아니아(6%)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여성과

이 큰 국가가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남성의 고용률 간의 격차가 적은 나라에 해당한다.

나타나고 있다.

반면 몰타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의 격차

�출처 : 독일정부 홈페이지, 2008년 7월 31일자,

가 무려 3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

‘Deutschland bei Beschääftigungsquote

일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0% 이상 높은 고

üüber EU-Durchschnitt,’http://www.

용률을 보이고 있다.

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

고령자(55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률도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고령자의 고용

008/07/2008-07-31-zahl-destages.html?

스웨덴 : 오토리브사 3,000명 감원 예고
스웨덴 차량용 안전장치 생산업체인 오토리브사

치이다. 이렇게 예상보다 낮은 경영실적을 발표함

는 2008년 7월 22일 2008년 2/4분기 결산보고서

과 동시에 오토리브사는 3,000명에 해당하는 감원

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오토리브사의

을 예고했는데, 스웨덴 국내에서 몇 명이 감원될지

2/4분기 영업수익은 1억 3,460만 달러(한화 약

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같은 오토리브사의 예상보

1,367억 4천만 원)인데 이는 예상치인 1억 3,900만

다 저조한 경영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달러(한화 약 1,412억 1천만 원)보다 약간 낮은 수

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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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브사의 감원은 임시직부터 시작해 점차

오토리브사의 스웨덴 본사 전체 직원수는 1,600

정규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토리브사는 다국

명인데 정확히 이들 중 몇 명이 감원 대상이 될 지

적 기업으로 전 세계에 걸쳐 4만 3,000명의 근로자

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오토리브사의 홍보담

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6,700명이 임시직이다.

당자인 맛트 외드만(Mats Ödman) 씨에 의하면 금

하지만 임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외부로부터 파

년 내에 감원이 단행될 것이 분명하며, 감원의 효

견된 전문기술자들로 이들은 자동차 판매 증감에

과는 4/4분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상관없는 기술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3,000명

�출처 : Svenska Dagbladet, 2008년 7월 22일자,

의 감원인원이 모두 임시직이 될 가능성은 적다.

‘Sämre resultat för Autoliv-3000 får gå’

스웨덴 : 노동시장 구직난 증가 추세
스웨덴 국영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채용 광고가

해당하는 수치이다. 채용 광고의 규모 감소는 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스웨덴 노동시장이 하강

시에서 가장 컸는데 특히 유통업과 금융업 부문에

국면에 들어섰다는 징조의 하나이다. 스웨덴 노동

서 가장 컸다.

시장이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또 하나의 징조는

이와 대조적으로 숙박업과 요식업 부문의 경기

기업의 감원 예고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 두 부문의 경우 채용 광

이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2,400명의 감원이 예고

고가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

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0%나

교할 때 감원 예고 수치가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상승한 수치이다. 감원 예고 수치는 제조업체 부문

�출처 : 1. Dagens Nyheter, 2008년 8월 12일자,

에서 제일 높았고 금융부문 등 기타 다른 분야도

‘Mörk prognos för arbetsmarknaden,’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수요 감소는 지

http://www.dn.se/DNet/jsp/polopoly.js

난 해 말에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p?a=814634,

또한 7월 한 달 동안 3만 2,000명에 해당하는 채
용 광고가 스웨덴 국영 직업소개소에 등록되었는
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2/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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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모성휴가 확대가 오히려 여성고용에 불이익
영국 정부의 평등인권위원회 니콜라 브루어

새로운 법안은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가 없다면

(Nicola Brewer) 위원장은 유급 모성휴가의 확대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오히려 여성

따르면 남녀 모두 아버지들이 육아에 더 많이 참여

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고용

하기를 원한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

은 실제로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불편함을 수반하

성이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게 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이라고 한다. 즉 80%에 달하는 가정에서 남성

또한 브루어 위원장은 유급 모성휴가 확대(이미 6

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으므로 남성이 여성 대신 육

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1년으로 확

아휴직을 취할 경우 가구소득이 갑자기 감소하게

대될 예정)는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라는

될 것이라는 것이다.

편견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출처 : 1. <가디언>, 2008년 7월 14일자,‘Equality

출산할 때마다 1년씩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chief warns of maternity law backlash,’

한 규정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성의 고용이나 승진

http://www.guardian.co.uk/society/200

여부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오랜 기간

8/jul/14/equality.health

에 걸쳐 획득한 이런 종류의 여성을 위한 권리들이

�출처 : 2. <더타임즈>, 2008년 7월 14일자,

오히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Equality laws‘are now holding women

다. 실제로 사용자들의 편견으로 임신 후 직장을 잃

back,’http://business.timesonline.

었다는 사례들이 평등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co.uk/tol/business/law/article4327438.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더 나은 일과 가

ece

정의 양립(Work-life balance)’추진은 노동당의

�출처 : 3. <가디언>, 2008년 7월 15일자,‘Women at

새로운 사회정책의 주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

work : Unions alarmed by claim maternity

하고 영국의 남성들은‘더 나은 일과 가정의 양립’

rights may harm job prospects,’
http://

의 측면에서 매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www.guardian.co.uk/society/2008/jul/1

수 있는데 영국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52주의 육아

5/equality.gender

휴직을 쓸 수 있는 데에 반해, 남성 근로자들은 고
작 2주의 육아휴직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4. <더타임즈>, 2008년 7월 15일,‘Paid
maternity leave does us no favours

아버지연구소(Fathers Institute)의 던컨 피셔

either, say fathers,’http://women.times

(Duncan Fisher) 집행이사는“여성들이 자신의 모

online.co.uk/tol/life_and_style/women/

성휴가의 6개월을 남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families/article4333843.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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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취약근로자 착취하는 사용자 단속
정부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

Barber) 사무총장은“정부는 200만 명에 가까운 취

약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악덕 사용자들을 단속하

약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규제의 약점을 잡아낼 기

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고용권에 대

회를 놓쳐왔다”
고 비판해 왔다. 그는 파견근로나

한 인식을 높여주는 정보제공 캠페인에 600만 파

근로시간 등에 대한 새로운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운드(한화 약 118억 2천만 원)가 투입되고 최저임

나 이주 근로자들의 비자문제 등 TUC가 캠페인을

금 이하의 급여지급 등 노동착취에 관한 고용행태

벌여 이룩한 것들이 많은 취약 근로자들에게 진정

를 신고할 수 있는 특별 상담전화센터가 개설될 예

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변화라고 인정하면

정이다. 새로운 공정고용집행위원회는 관련기관들

서도,‘고용알선업자 면허 공사(Gangmasters’

과의 협력하에 작업장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및 보

Licensing Authority, 농업∙산림업∙원예업 및 조

건∙위생∙고용 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고용

개 줍기나 음식 가공 및 포장 등의 업종에 종사하

알선업자(Gangmasters)들을 관리하기로 했다.

는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을 규제하

경제계 대표, 노동연합, 취업관계 전문가, 정부대

기 위한 정부기관)’
가 건설, 양육, 숙박업에 대한

표 등으로 이루어진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포럼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나

의장을 맡고 있는 고용관계부 팻 맥파든(Pat

타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상태에 대한 지

McFadden) 장관은“10년 전에 비해 현재 300만

위를 법적으로 획득하지 못해 고용권리를 얻지도

명이 더 일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유

못하고 퇴직금도 없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급휴가, 모성휴가 등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이에 대한 법적인 허점에 대한 검토를 시도조차 하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는 근로자들을

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맥파든 장관

착취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권리

은 노동당 정부는 이에 대해 향후 꾸준히 검토하고

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공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생계형 근로자들을 먹이로

�출처 : 1. <가디언>, 2008년 8월 5일자,‘Government

삼는 악덕 사용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권에 대

announces crackdown on rogue

한 인식을 높이고 이 권리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

employers,’http://www.guardian.

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 포럼의

co.uk/politics/2008/aug/05/tradeunions

보고에 의하면 취약 근로자들은 고용권에 대한 인

�출처 : 2. <퍼스널투데이> 2008년 8월 5일자,‘No

지도가 낮으며 다른 집행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new laws in crackdown on employers

상담전화센터운영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

who abuse vulnerable workers.’

영국노동조합(TUC)의 브랜단 바버(Brendan

96_

<<

세계노동소식

영국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용상황 악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영국 노동시장의 고용상황

향후 18개월에서 2년간 실업자수가 25만 명에서

과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

30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나리오

되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에서는 6월까지 실업

가 실현될 경우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

자가 6만 명 늘어난 167만 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래로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게

5.4%라고 발표했다. 7월 한 달 실업수당 신청자는

된다. 하지만, 잉글랜드은행의 금리인하 조치가 있

2만 1천 명 증가해 86만 4,7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을 경우 2년 후에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6개월 연속 증가이자 1992년 이래 최대의 증가폭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내놓았다. 상공회의소

이었다.

의 현 전망은 이자율이 올해 말까지 4.75%, 2009

온라인상의 고용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온라인

년 초반까지 4.5%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

취업사이트들의 구인활동을 모니터해서 고용상황

이다. 즉각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없을 경우 상황은

지수를 발표하는‘몬스터 고용지수(Monster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mployment Index)’
에 따르면 6월의 4 포인트 하

노조도 오랜 만에 재계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잉

락에 이어, 7월에도 3 포인트 하락해 174를 기록해

글랜드은행의 중대 결심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총

온라인을 통한 구인활동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연맹(TUC)측은 이자율 인하와 공공부문 임금인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률 제한 금지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평균 소득은 같은 분기 연 평균 3.4%

악화되는 고용상황과 함께 기존 근로자들 사이

의 증가율로 전 분기 3.8%에 못 미쳤고, 2003년 8

에서도 고용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월 이후 가장 약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로이

지수는 8월 현재 연 4.4%를 기록하고 있고, 임금인

드가 2,000여 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상률 결정시 주로 참고가 되는 소매물가지수는

에서 4분의 1 가량의 응답자가 1년 전에 비해 현

5%에 육박해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고용상태가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1명만

영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

이 덜 불안하다고 답했다. 3분의 2에 가까운 응답

을 비관적으로 내놓았다. 집값과 가처분소득의 하

자는 고용전망이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보고

락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기술적

있었다.

으로 경기침체의 기준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출처 : BBC, 2008년 8월 13일,‘Jobless total up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as economy slows,’http://news.bbc.co.uk/

도 적어도 단기 침체를 피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2/hi/business/7557925.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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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기업단위 교섭은 증가, 파업은 감소
노동부와 경제부 산하의 조사연구통계진흥분과

내 단체교섭 진행 여부는 노조대표위원(délégué

(DARES)는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기업수준의

syndical)의 존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노

단체교섭은 증가하고 파업은 감소하였다고 발표

조대표위원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64%가 교섭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전체 10인 이상

을 진행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7%에 머

의 기업 중 14.9%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적어도 한

물러 2004년 5월 4일 법 이후 허용된 근로자 선출

번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80%의

위원(élus du personnel)이나 수임근로자(salarié

기업에서 1개 이상의 협약을 맺었다. 이것은 2005

mandaté)에 의한 교섭진행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

년의 14%에 비해 0.9% 증가한 것이다.

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대표위원이 존재하는 기

단체교섭 수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보

업의 경우 매년 단체교섭이 의무화되어 있어 원칙

였다. 500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 92.1%가 1회 이

적으로는 10인 이상의 기업 중 노조대표위원이 존

상의 단체교섭을 가진 반면 10~19인 규모의 기업

재하고 있는 77%의 기업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했

에서는 5.4%만이 단체교섭을 가졌다. 특히 기업

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2006년 단체교섭 진행기업과 성사율
진행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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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성사율

해당 비율

교섭진행기업

관련근로자

협약성사기업/교섭진행기업

기업

근로자

전체

14.9

60.9

76.5

100.0

100.0

10~19인

5.4

5.6

62.6

51.9

11.4

20~49인

12.7

13.8

72.5

31.6

15.8

50~99인

32.2

33.5

76.2

8.9

9.7

100~199인

53.1

54.4

82.2

3.3

8.0

200~499인

75.0

76.3

82.8

2.9

13.5

500인 이상

92.1

96.2

88.2

1.4

41.6

10~49인

8.2

10.4

69.0

83.5

27.2

50인 이상

48.9

79.8

81.3

16.5

72.8

노조대표
존재기업

77.0

92.1

79.6

11.4

57.1

<<

세계노동소식

기업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산별 협정을 직접 적용

www. travail-solidarite.gouv.fr/etudes-

하기로 했기 때문(단체교섭이 없었던 기업 중

recherche-statistiques-dares/etudes-

57.8%), 현행 협약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recherche/publications-dares/

때문(35.6%), 혹은 이미 2007년을 위한 협약을 이

premieres-informations-premieres-

전에 맺었기 때문에(17.9%) 등으로 나타났다.

syntheses/IMG/pdf/2008.07-27.3.pdf

한편 파업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출처 : 2. Premières imformations, DARES juillet,

회 이상 파업이 있었던 기업의 비율이 2005년

2007년 7월 28일자,‘Négociations

2.7%에서 2006년 1.9%로 줄어들었고, 파업에 따

collectives et grèves en 2005,’http://

른 전체 근로자의 무노동일수가 2005년의 183만

www.travail-solidarite.gouv.fr/etudes-

5,000일에서 2006년 141만 5,000일로 23% 감소

recherche-statistiques-dares/etudes-

하였다.

recherche/publications-dares/

�출처 : 1. Premières imformations, DARES juillet,

premieres-informations-premieres-

2008년 7월 27일자,‘Négociations

syntheses/IMG/pdf/2007.07-28.1.pdf

collectives et grèves en 2006,’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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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도 : 정부, 공기업 고위직 퇴직후 사기업으로 이직 제한
부장급과 사장을 포함한 공기업 고위직은 퇴직

공문에서는 이직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승인

및 사임 이후 사기업으로의 이직이 제한될 것으로

여부가 결정 나지 않는 경우, 공기업 직원은 사기

보인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업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기업 고용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다.

규정의 또 다른 변경 사항은 중앙정부 감사원의 법

“정부의 승인이 없는 경우, 퇴직 및 사임한 공기

인체 규정을 위반한 공기업 직원은 정규직이나 파

업의 중역은 퇴직전 1년 이내에 소속 공기업과 업

트타임으로 다른 어떤 공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도

무상 거래가 있던 인도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의

록 한 것이다.

중역으로 이직 할 수 없다”
는 공문이 내려졌다.

�출처 : 1. The Financial Express, 2008년 8월 4일

만약 공기업 임원이 사기업으로 이직할 경우에

자,‘Govt puts restrictions on PSU

는 각 부서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규칙 위반으로 발

execs joining pvt cos,’http://www.

생한 정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정부 부

financialexpress.com/news/Govt-

처인‘중공업 및 공기업관리부(Ministry of Heavy

puts-restrictions-on-PSU-execs-

Industries and Public Enterprises)’
에서 발행한 공

joining-pvt-cos/344510/
�출처 : 2. Business Standard, 2008년 8월 5일자,

문은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사기업과 긴밀한 금융, 석유 및

‘Govt puts restrictions on PSU executives

기타 정부 부처의 일부 각료와 공기업 고위직이 사

joining pvt firms,’
http:// www.business

기업으로 옮긴 후 소속 사기업의 특혜를 위한 로비

-standard.com/india/storypage.php?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autono=330508

일본 : 청년층 비정규직 실태와 대책
일본 후생노동성은 7월 22일「2008년 노동경제
분석(일명, 노동경제백서)」
을 발표하였다. 동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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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청년층 비정규직 실태와 대책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세계노동소식

프리터족은 2003년 217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체가 되어 설치한 청년층 고용 원스톱 서비스(잡카

감소하여 2007년 18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감

페)에 대해 당해 도도부현의 요청에 따라 고용지원

소폭은 15~24세의 연령층에서 크고, 25~34세의

센터를 병설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연령층에서는 작다. 한편 청년 무업자는 2001년

실시하는 한편, 기업 설명회나 각종 세미나 실시

49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큰 변

등의 사업을 위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

화가 없는 가운데 2006년 2만 명이 감소하여 현재

업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잡카페는 2007년 12월

에 이르고 있다.

말 현재 87개소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07년도에‘프리터족 25만 명 상

둘째, 트라이얼 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사업주

용 고용화 플랜’
을 실시하여 25만 8,000명을 상용

가 프리터족 등 청년층을 일정기간 시범고용함으

고용화하였는데, 2008년에는 35만 명을 목표로 다

로써 그들의 적성이나 업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

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 구직자 및 구인자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시범
고용 후 상용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첫째, 잡카페에 의한 취업지원-도도부현이 주

[그림 1] 추이
(단위 :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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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청년층 무업자 연령계층별 추이
(단위 :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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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판 듀얼시스템 등 실천적인 능력개발

원에 의한 1대 1 상담 및 조언, 직업소개, 취직 후

의 실시-기업 실습과 교육기관에 의한 실천적인

직장정착 지도 등 상용고용화를 위한 일관된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층을 제 몫을

을 실시하고 있다.

다하는 직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주로 공공직
업능력개발시설에서 전수학교 등 민간교육훈련기

*무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사도 통학도
하고 있지 않는 자

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단기훈련(표준 5개월간)

*프리터족: 학교졸업자(여성의 경우 미혼자만

과 공공직업훈련의 전문과정 또는 보통과정을 활

포함)가 현재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에서 아르바이

용하는 장기훈련(1~2년간)이 있다.

트 및 파트타이머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넷째, 고용지원센터에 의한 프리터족의 상용취
업지원사업-프리터족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상용

프리터족의 통계는 무업자 수와 합계하여 냄.
�출처 : 후생노동성,「2008년 노동경제 분석」
.

취직을 위한 세미나나 합동선발회의 개최, 전임직

일본 : 새 내각의‘5가지 안심플랜’
일본 정부는 7월 29일‘5가지 안심플랜’
을 발표
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8월 1일 새 내각을‘안심실
현내각’
으로 명명하여 안심플랜이 새 내각의 주요

이 중 노동과 관련된 첫째와 넷째의 플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가 활력을 갖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

* 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확충

둘째, 건강에 걱정이 있으면 누구라도 의료 치료
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셋째, 미래의 주도자인 어린이들을 지키고 기르
는 사회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가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다섯째, 후생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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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대상 새로
운 지원 실시
* 일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에 대해 연금
액이 감액되는 재직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일할 의욕이 있지만 연금액이 조정되어 덜 일
하는 고령자가 없도록 함.
* 고용 이외의 조치로서 실버인재센터에서 여성

세계노동소식

에 대한 취업처를 알선하고, 빈 교실 등을 활용

풀타임으로 일하는 유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하여 지역의 고령자가 모여 서로 교류하고 지

정규직과 공통된 대우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역 공헌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이른바‘교류

지원함.

광장(가칭)’정비.

* 주거가 없는 불안정 취업자의 고용과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비용 및 생활

● 넷째, 비정규직 관련 주요 내용

자금 대출.

* 프리터족 지원 : 30대 후반 청년층을 중점 대상

* 일용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파견근로

으로 시범고용제도를 활용하는 등 취업촉진에

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파견법 개정안을

서 직장 정착까지 일관적으로 지원. 이를 위해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불법파견에

‘프리터족의 정규직화 플랜(가칭)’
을 추진하고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집합교육과 실습을 조합한 잡카드 제도를 정비
하여 훈련 기간 중 생활이 보장되는 급부제도를

위와 같은 안심플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

창설하며 동 제도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발본적으로 확충함. 또한 니트족(무업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

�출처 : 일본내각부 홈페이지,‘

션을 늘리고 청년자립 훈련메뉴를 다양화함.
* 파트타임근로자나 유기계약사원의 정규직화
및 균형처우 추진 : 파트타임근로자를 정규직

’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
008/0729pr.pdf

화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단시간 정사원제도나

일본 : 근로자 교육의 필요성
후생노동성은「향후 노동관계법 제도를 둘러싼

리고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단결권이 국민의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회」
를 조직하여 8월 첫번째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비율을 보면, 1973년 39.4%

연구회를 실시하였다. 동 연구회에 제시된 자료를

에서 1983년 28.9%, 1993년 25.5%, 그리고 2003년

중심으로 현재 일본 국민(근로자∙학생 등)의 근로

2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NHK조사).

자권리에 관한 의식 및 인지도를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헌법 제28조에 근로자의 단결권, 교섭권, 그

최저임금, 잔업수당,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권리
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64.4%,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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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8.6%였다(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64.4%, 그리고‘잔업을 하면 잔업수당을 요구할

조사). 한편, 상기의 근로자 권리사항에 덧붙여, 육

수 있다’81.1%였다(사토히로키/타카하시코지 조

아휴직,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고용형태별 인지도

사). 또한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별로 근로자 권리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도는 고용보험(정사원

항목의 전체적인 인식도를 보면‘진학’
이 가장 높

90.3%, 시간제∙아르바이트 87.6%, 이하 같음),

고, 이어‘정사원 취직 내정’
,‘정사원 취직 예정’
,

최저임금(69.7%, 59.7%), 잔업수당(62.3%,

‘프리터, 미정’
의 순이었다.

31.0%), 유급휴가(80.2%, 62.0%), 단결권(37.1%,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권리항목에 대한 인

10.1%), 그리고 육아휴직(50.5%, 37.2%)으로 모든

지도가 낮았고, 법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근로자의 권리항목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요청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낮았다.

보다 그 인지도가 낮았다(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상기 연구회는 연구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위탁

(RENGO)조사). 또한 인지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초에 보고서를 발표할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예정인데, 어떠한 정책 제안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낮았다.

있다. 특히 노동조합조직률이 2007년 18.1%까지

한편, 고등학생의 근로자 권리항목에 대한 인지

낮아진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

도를 보면,‘아르바이트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

게 인식하여 공정한 취업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
가 12.3%로 매우 낮았고,‘아르바이트는 유급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휴가가 인정된다’40.6%,‘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

수준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최저임금)’

중국 : 허망분주족(
7월 16일 중국청년보(

go.jp/shingi/2008/08/s0808-11.html

)의 출현이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 경계해야
) 사회조사센터

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주요

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자신을‘허망

원인은 많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 때문

분주족(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부담은 큰 반면 여전히 가난한

근로자)’
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 중 82.6%는 재

허망분주족의 출현은 후기공업사회에 보편적으

직자, 9.2%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한 도시사회학자는

응답자의 60.9%가 허망분주족은 죽을 힘을 다해

과거 2~30년 동안 선진국 발전과정에 대한 관찰을

일하지만 그 보상을 얻지 못하는 근로자를 일컫는

통해 세계화 및 노동시장의 변화가 고급기술 및 핵

104_

<<

세계노동소식

심인력의 대량 증가뿐 아니라 비전형적, 주변적 근

로 전망된다. 중국사회는 올리브형 사회구조를 형

로자의 증가를 야기했으며, 이들 근로자는 근로권

성하기도 전에 벌써 M형 사회구조를 보이며, 원래

익과 사회안전보장 측면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도 취약했던 중류계층이 하류계층으로 전락하고

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의 출현은 M형 사회, 즉 사

있는 것이다.

회 각 계층 중 중류계층이 줄어들고 하류계층이 증

허망분주족은 현실의 압력뿐 아니라 미래의 불

가하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일본

확실성에 의해 만들어진 근로자들로 휴일을 희생

의 한 사회학자는‘하류사회’
의 개념을 제시하며

하고 돈 버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이는 단순히 빈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

조사 응답자의 71%가 현실생활에서 근심걱정이

통능력, 생활능력, 근로의욕, 학습동력이 보편적으

많으며 55%는 인생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답했다.

로 저하된 젊은 세대들이 진취성을 상실하여 중류

물가 상승과 적은 수입, 그리고 제한된 취업기회로

계층에서 하류계층으로 전락해 사회가 하향화 되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희망을 잃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우려

미국의 경우 1997~2002년 사이 고소득자의

를 낳고 있다.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0%는 임금이 50% 인상된 반면, 일반 저소득자의

일 중독자는 미국에서 50%, 일본에서 70%, 중국

50%의 임금은 10% 인상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에서 40% 증가했다고 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

소득이 2만 5,000~7만 5,000달러(한화 약

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야기하

2,595~7,785만 원)인 미국 중산층의 수는 감소한

는 사회적 우울증과 사회의 하류화 현상 등 사회적

반면 2만 5,000달러(한화 약 2,595만 원) 이하 및 7

위험에 대한 경계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만 5,000달러(한화 약 7,785만원) 이상의 소득자들

�출처 :

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도 2011년경

자,‘

중산층 및 저소득층 인구가 약 2억 9,000만 명에

cnss.cn/xwzx/gdyl/mtpl/200807/t20080718_19518

이르러 전체 도시인구의 44%를 차지하게 될 것으

8.html

“

，2008년 7월 18일
”

,’http://www.

중국 : 100만 베이징인, 올림픽으로 재취업의 기회 얻어
베이징올림픽의 개최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
는 사람들은 바로 올림픽 특수 덕에 취업의 기회를
얻은 베이징의 123만여 근로자들이다.

실제로 올림픽선수촌이 자리잡고 있는 순이(
) 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 총 64억 위안(한화 약
9,789억 4,400만 원)을 투자하는 철강회사 셔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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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의 제조업 및 각종 항공사와 은행 등의 서

져올 것이라고 한다. 올림픽 준비 시기에는 중국의

비스업 운집으로 이미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많은 기업들이 통역과 호출개인비서 등 각종 서비

가 크다. 베이징 시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순이 구

스, 기술, 통신, IT, 보안 관련 인재를 필요로 했으

에서만 이미 5만여 명의 농촌호구 근로자들이 근

나, 후(后)올림픽 시대인 2008년 후반기부터는 매

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이징 시 전체에서 새로

스미디어와 통신 업종의 인력 수요와 건축업 수요

증가한 일자리가 123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는 이후 2~3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

중국 정부는 2002년 이래 소액대출, 사회보조금,

비스업, 여행업, 스포츠관련 산업 관련 인력들의

취업보조 등 11개 항목에 달하는 일련의 취업촉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편 베이징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89만 명의 실업자가 재취업

림픽을 계기로 전대미문의 발전을 보인 통역, 여행

에 성공하였다. 특히 베이징 시는 올림픽을 준비하

계획, 시장개척, 여행 가이드 등 여행관련 인력의

면서‘4050’농민공,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등 취업

수요 역시 이후 2~3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실제

곤란 인구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들의 호텔에서

이들 중 29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또한 올해에는

는 아직 최소 50만 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확충

완전실업가정(가족구성원 중 아무도 취업상태에 있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 않은 가정)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고 연초에 조사

또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 전역에서 최소 1만여

된 모든‘완전실업가정’
의 가족구성원 중 최소 1인

명의 스포츠산업개발 및 교육 등 스포츠관련 전문

이상의 취업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

인력을 양성했고, 7,000여 명의 스포츠문화관련

간 베이징 시의 실업률은 계속 2% 이하에 머물고

매니지먼트 인력수요를 발생시켰다.

있으며 실업인구의 재취업률도 60% 이상이다.

�출처 : 1.

, 2008년 7월 25일자,‘

또한 베이징 시 통계국의 한 책임자에 따르면 올

,’http://www.

림픽 준비기간 동안 취업인구의 소득이 대폭 증가

laboroot.com/article/html/2008-7-

하여 2006년 평균임금이 4만 117위안(한화 약 613

25/2008725162338.htm

만 6,000원)에 이르렀고, 이는 2001년 2만 962위안

�출처 : 2.

, 2008년 8월 6일자,‘

(한화 약 320만 6,000원)에 비해 109.4% 증가한 것

’

이다. 베이징 시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평균

http://www.51labour.com/news/show.a

12.2%의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1인당 평균GDP가

sp?id=94161

3,262달러(한화 약 342만 2,000원)에서 6,331달러
(한화 약 664만 3,000원)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베이징쳔바오(

)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은 중국 인력시장에 구조조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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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12일자,

‘

”

’

http://www.51labour.com/news/show.a
sp?id=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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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 인종주의가 문제, 미국 근로자들 과연 오바마 후보 지지할까?
미국의 노동조합은 버락 오바마 후보를 대통령 후

8,500만 달러(891억 9,050만 원)를 지출하기로 결

보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조합원들 역시 오

정하였다. 노동조합들은 이번 선거에서 인종주의

바마 후보를 지지할까? 로이터통신은 8월 8일자 기

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직접 오바마 후보와

사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주의적 편견

매케인 후보의 차이점과 왜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

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 후

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패배한 오하이오, 펜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노조에게 중

베니아, 인디애나 주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요하다. 오바마 후보는 근로자 자유선택법안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백인 근

(Employee Free Choice Act)을 지지하고 있는데 매

로자들이 힐러리 의원을 지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인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노

이들은 여전히 오바마 후보 지지에 대해 주저하고 있

동조합 설립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법안

다. 노조지도자 리차드 트럼카(Richard Trumka) 씨는

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월마트는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난달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철강근로자회의에서

의 결과가 어떻게 회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간

“조합원들이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부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오바마 후보에

이유는 그가 백인이 아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실

대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미국 노조지도자

제로 AFL-CIO의 1,000만 명의 조합원 중 25%는 아

들은 벌써부터 이번 선거 결과가 점점 힘을 잃어가

직 오바마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는 노동조합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04년 미국 노동조합은 존 케리 후보를 지지했

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그 조합원들마저 두터

지만 30% 가량의 조합원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운 인종주의 편견을 깨고 오바마 후보를 지지할지

지지하였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조지 부시 진영이

는 아직 미지수다.

동성애, 총소유 등 도덕적 이슈에 있어서 백인 근

�출처 : 로이터통신, 2008년 8월 8일자,‘Labor

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leaders back Obama, but will members?,’

AFL-CIO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후보

http://www.reuters.com/article/politicsNe

지지를 위해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623억

ws/idUSN0648565720080808?feedType

2,500만 원)를 지출하기로 하였고, SEIU 역시

=RSS&feedName=politic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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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고유가, 주4일 근무 확산시킨다
2008년 미국 FWI(Families and Work Institute)의

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의 주4일 근무 시행은 이번

발표에 따르면, 38%의 미국 기업들이 자사내 일부

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근로자들에게, 8%는 자사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었다. 이후 유가가 원

게 주4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로 돌아오자 기업들은 다시 주5일 근무제로

이번 여름 유타(Utah) 주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주4일 근무를 허용하는 것

하지만, 최근의 주4일 근무제는 그 장점만큼이

을 통과시킨 주가 되었다. 이 변화는 유타 주의 근

나 단점 또한 많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다 보면

로자 중 80%인 1만 7,000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목요일쯤 되면 직원들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목요

줄 것으로 보인다.

일 오후에는 중요한 미팅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다. 그리고, 가족생활도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부

Monitor: CSM)는 최근 기사에서 미국내 붐을 이루

작용이 많을 수 있다. 부부가 주4일 근무제를 하면

고 있는 주4일 근무제에 대해 특집기사를 내보냈

저녁에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시간이

다.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대신 1일 10시간 주4

늦어지고 주중에는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할 수 있

일 근무하는 이 제도가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어떻

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낙관적 시각

게 붐을 이루게 되었을까? CSM지는 환경적, 금전

과는 달리 3일의 주말 내내 가족들이 TV 앞에 모

적, 감정적 이유를 이 제도 확산의 이유로 들었다.

여앉아 시간을 때우거나 남자들의 경우 주말에도

가장 큰 이유는 최근의 유가 상승이다. 유가 상승

바(bar)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으로 근로자들이나 회사가 주4일 근무를 선호한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CSM지는“대부

는 것이다. 또한 출퇴근을 하루 줄이면 대기오염도

분의 기업들이 요즘 시험삼아 주4일 근무제를 실

덜할 것이라는 환경적(green) 마인드도 한몫 했다.

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일지는 두고 봐야 한

그리고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다”
고 분석하였다.

좀 더 감정적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출처 :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융통성(flexibility)을 주자는 것이 기업측의 생각이

Science Monitor), 2008년 7월 28일자,

다. 주4일 출근으로 근로자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

‘Firms squeeze the workweek,’http://www.

간을 보낼 수 있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동

csmonitor.com/2008/0728/p14s02-

안 자기개발 및 취미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

wmg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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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