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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한국기업 인사∙노무관리의
전환기적 과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년 중국의 신노동법 출현에 즈음하여 중국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새로운 노동법은
분명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에게 당혹스럽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담스러운 환경변화로 받아들여졌
고, 인터뷰를 해준 많은 한국기업들은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다
양한 법제의 변화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지
고, 임금 및 인건비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의 노조인 공회를 설치해야만 하고 단체협약을 맺어
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규범적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쟁력이 약화된 한국계 중소기업들 중 일부는 이런 변화에 못이겨 철수나 추가투자 유보
및 타국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법적 청산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이른바 야반도주를 택하
는 등, 극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돌아갈 길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결국 어렵지만 버틸 수 있는 때까지 버티겠다는 응답들이 더 많았다.
임가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간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
다는 판단, 또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은 약화되었지만 중국의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판단 등이 주된 근거였다. 일부는 중국의 대안으로 베트남을 선택해서 투자국 전환
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베트남의 최근 조건도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비슷하다. 급격한 고인플레
와 노사관계 악화 속에서 유난히 한국계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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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한국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진출이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한국기업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
가 생기면 이에 대처하는 양상이 주로 버티기, 탈출하기, 불평하기 등의 수세적 전략이 두드러지고,
반면에 성공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초기 진출 전략이 가지
의존적 경영전략이 근본적인 한계
는 한계도 있다. 이른바 지방정부와의 인맥을 중심으로 한‘�시’
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의 네트워크가 현지에서 고리가 약화되거나 해
체되었다는 점 등, 중장기 비전의 토양이 부실한 형편이다.
해외진출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 중 중요한 것이 인사∙노무관리라고 본다. 중국
노동시장이나 생산물시장에서 이른바 요행으로 한 건을 잡거나,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선점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고,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향상되어 있는데다가, 규범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진취적 기상만으로 현지에서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다. 결국 중국에서도 문제는 생산성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경쟁력이다. 인사∙노무관리의 성공을 통한 중장기적 경영안정과 지속가
능한 성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2007년 현지조사에서 만난 서구기업들의 간부들은 다소 예상치 않았던 답변을 했다. 신노동법
등 외국계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의 강화책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얘기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해외로부터 온 자
본들에게 우호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법적 규제와 현지의 경제사회 안정은 외국기
업들이 성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노무관리에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관행과 제도가 중요하다고 지
적한다. 물론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 현지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현지화가 소프트 경영전략에 중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글로벌 경영시대에 필요한 표준화라는 단단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보다 우선
시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로칼 전략보다는 글로벌 전략하에서 해외 공장들을 운
영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를 규율하는 인사∙노무관리제도가 내용적으로 합리적이고, 시간적으로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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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국과 수평적으로 비교가능하다면 기업 외부의 법적 환경변화가 주는 진폭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데, 현지에서만 작동되고 문제들에 대한 땜질식 개선에 집중되고, 타국과 분리된 제도와 기
법이라면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는 중국은 아마 1990년대에 우리 기업들이 초기 진출할 당시의 이미지가 강한지도 모
르겠다. 오늘날의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속도로 세계화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글로벌 규
범에 맞추어 제도 개혁이 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는 그 뒤를 잇는 베트남인 다른 개도국에서도 중요
할 것이다. 오늘날의 개도국은 외지고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서구, 일본, 한국기업들이 현지기업들
과 동시에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사∙노무관리에서도 1990년대에
세워진 현지화 전략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개선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 검토
된 표준화된 제도와 기법들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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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아시아 국가의 인적자원관리 1

정선욱 (미국 코넬대 비교노사관계 박사과정)

■ 머리말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당면한 인사∙노무관리상의 쟁점은 무엇일까? 지난 6~7월 중국현지에
서 40여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 대면 인터뷰1)를 기초로 하여, 이 글에서는 많이 거론
된 세 주제(높은 이직률, 공회 설립 및 활동, 신노동법)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당면한 쟁점을 요
약∙정리해보고자 한다.

■ 이직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거론한다. 이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
을 뿐 어느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사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높은 이직률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기업 외부적 요인과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보기로 한다.

1) 6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중국 10개 도시에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형식의 인터뷰
(structured interview)와 비정형화된 인터뷰(open-question interview)를 실시하였는데, 이 글은 비
정형인터뷰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논의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업
의 인사담당자였던 까닭에 글의 내용이 주로 기업 관점에서 서술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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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급변하는 노동환경,
어려워진 중국 인사∙노무관리

기본적으로 중국의 높은 이직률은 중국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비롯된다. 시장의 기회가 무궁무
진하고 일자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한 회사를 그만 두어도 내일 바로 일자리
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사무직∙생산직, 고급기술직∙단순기술직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
다. 가령, 200만 명의 생산직 인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광둥성 지역은 대로변의 공장 벽마다 직
원모집 공고를 큼지막하게 붙여놓았다.2) 고급기술직∙사무직은 단순생산직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직률을 보였다. ① 고급기술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② 지역 텃새가 심해 지
역내 �시가 풍부한 관리자가 중국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고, ③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한정된 숫자의 인력을 스카우트하려고 경쟁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제약업계의 경우, 중국시장이 향후 성장의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부
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중국현지 고급인력 숫자가 실제 숫자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에 대해 경쟁업체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얀센 아시아퍼시픽 최성구 상무는“마케팅이나 영업책임자들의 잦은 직장 이동으로 각 제약업
체마다 본사에서 중국시장 전략 실행이나 보안 유지에 애로가 많다”
고 제약업계 사정을 설명하
였다.
인재시장의 방대함과 더불어 임금결정 구조 또한 파격적이다. 사회주의라는 겉모습과는 달리
중국 기업들의 임금결정방식은 미국 스타일에 가깝다. 많은 중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에서 잘
숙련된 중국인 고급인력을 현 조건의 몇 배를 제시하며 스카우트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모 기업
의 사례 중에는, 본사의 현지화 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법인을 책임질 핵심 인재로 분류되어 집중
트레이닝을 받던 중국인 팀장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중국 국영기업으로 옮겨간 경우가 있다.
이 기업의 인사책임자는“중국 국유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
벌 외국기업에서 경영학습을 제대로 받은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고 설명하였다.

2) 단, 생산직의 이직률은 한국 대기업의 경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다. 그 이유는 생산직의 경우 한
국 대기업과 여타 기업의 급여나 복리후생의 차이가 회사를 옮길 만큼 크지는 않았다. 한국 대기업
의 조건은 유럽계나 미국계보다는 떨어지지만 일본기업과 비슷하고 대만기업보다는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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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중국인들의 조직관(觀)이 거론되었다. 인사담당자들은 중국인들이 한
국인에 비해 일과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낮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LG화학 중국지주
회사 박영배 부장은“한국의 경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이 한 조직에 오래 근무하면서 회사
와 조직원이 같이 성장하면서 과실을 공유하는 것을 학습했지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학습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
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직종 중의 하나인 금융업은 이러한 경
향이 더 심했다. 상하이 에셋플러스(AssetPlus) 신정규 사장은“은행, 증권업의 경우 대개 첫 직장
을 1~2년 정도 재직하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좋은 직장을 물색하는 임시적인 장소로 여기는 풍조
가 만연하다”
고 말하였다.
우리은행 중국본사 강주석 경영전략부 총경리는“금융업의 성공은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에
달려 있는데 이 업종에서는 우수인력들의 이직률이 높다”
고 전했다. 이러한 풍조는 중국 직원들
이 기업으로부터 원하는 복리후생 조건에서도 두드러진다. 다국적 HR컨설팅업체인 상하이 휴잇
(Hewitt) 유지홍(兪芝紅) 컨설턴트는“중국 직장인들은 평균 재직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연금
같은 장기적인 복리후생에는 관심이 없고 짧은 재직시간에도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금, 차
량, 교육개발 등의 복리후생을 선호한다”
고 트렌드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기업
및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부작용이 크다. 북경 현대차 경영지원팀 김현수 차장은“이력서를 보면
화려하지만 너무 자주 옮기는 바람에 업무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며“개
인, 기업, 더 나아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기술축적이 안되어 인적자본 형성에 걸림
돌이 된다”
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논의된 외부적 요인은 한국기업의 내부적 요인과 맞물려 종종 이직률을 더욱 높이고 있
다. 첫째, 급여 문제로 한국기업은 급여가 같은 지역∙동종업계 내에서 중중-중상(대기업), 중
중-중하(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작업환경이나 복리후생은 서구계 기업과
견줄 수 있지만 기본적 급여는 유럽이나 미국계 회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잔업을 통한 근무 수당을 합해야만 같은 지역내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법인내 고
급관리자의 경우도 임금상승 곡선이 완만해 외부 스카우트 유혹에 약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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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주재원의 관리방식 및 리더쉽 문제로 중국진출 초창기 시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많은 기업들이 파견 주재원에 대해 언어 및 중국문화, 중국인 관리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
키고 있지만 아직 많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중국에 파견나온 주재원들의 행
동상의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중국 직원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권위주의적인 태
도로 지시하는 방식은 중국인 직원의 감정을 격하게 만든다.
셋째, 조선족의 중간자 역할의 문제로 초창기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조선족이 큰 도움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조직 내에서 조선족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한족과 조선족, 조선
족과 주재원 간의 갈등이 많아질 수 있다고 HR 주재원들은 공통적으로 경고하였다. 조선족에 과
도하게 의지한 회사의 경우 조선족과 한족 간의 갈등이 많았고 주재원의 중국어 실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았다.
넷째, 채용상의 문제로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 유명 대학 등과 자매결연
을 통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인재를 공급받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방
법이 구조적으로 열악하다. 공장 앞 공고, 인터넷 공고, 즉석 채용(가령, 시내 중심가에 간이책상
을 놓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뽑거나 인재시장에 가서 데려오거나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소
개받음)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직시에도 급작스럽게 떠나거나 불미스럽게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경우도 국제화의 수준이 중국에 진출
한 서구계 다국적 기업에 미치지 못해서 본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국제적인 경력개발 미비, 중국
법인 내 승진상의 문제 등이 우수인력의 유지에 약점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면, 모 기업의 중국현
지 사무직 직원 세 명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한국기업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주저하는 이
유로, ① 해외근무 기회 부족, ② 승진, 커리어 개발에 대한 회의감, ③ 한국본사와 의사소통상의
문제(영어, 중국어, 한국어 어느 하나 원활하지 않다고 밝힘), ④ 급여의 완만한 상승 곡선(장기근
무시에도 급여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함), ⑤ 주재원에 따른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주재원이 바뀔
때마다 업무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적응상에 어려움 호소) 등을 거론하였다.

>>

_7

■ 공회(工會)
인터뷰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공회관(觀)은 아주 다양하였다.3) 공회 조직과 최근 공회 활동
을 부정적으로 보는 담당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의 조직화 드라
이브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② 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긴다. ③ 구조적으로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공회 조직과 조직 간부들이 노동자를 위한다고 선전하는 것
은 모순이다. ④ 외국계 기업이 주요 타깃인데 반해 중국 로컬 기업에게는 관대하다. 반면, 공회
조직 및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담당자들도 많았다.
LG전자 톈진법인의 조규영 경영지원실장은“직원이 8,000명에 달하는데 소수의 한국 주재원
이 이들과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공회가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아
주 훌륭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조부장은“직원들이 회사에 직접 불만이나 건의
사항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회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며“공회를 통해 전달되는 의견
들 중에는 한국인 주재원이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미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공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현수 북경현대차 인사팀 차장은“중국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회
사의 정책을 사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채널로도 공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설
명하였다. 한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사내 공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
들은 향후 단체협상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사내 공회를 회사에 협조적인 건전한 사원 대
표기구로 미리부터 길들여 놓을 필요가 있다며 적정 범위 내에서의 공회 활동에 찬성하였다.
공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컸는데 이는 정보 및 경험 부족
(가령, 인사노무담당 주재원이 없는 회사의 경우 더 큰 두려움 표출), 현재 회사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공회를 통해 표출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등에 기인하였다. 한
편, 대기업 인사담당자들 중에는 현재의 공회보다는 향후 몇 년 뒤의 공회의 활동 및 전개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즉 현재의 공회 리스크는 작지만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제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회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모 인사담당자는 몇 년 전 다롄
3) 이하 공회 및 신노동법관련 인터뷰 중에서 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소속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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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連) 개발구 내의 연쇄파업의 예를 들면서“중국인 의식 속에 현재의 노동조합 이미지는 백지
상태와 비슷한데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요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
도 모른다”
고 전했다.
이상과 같은 공회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공회 설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이 최
근 중국 정서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모든 외자기업 내에 공회가 설립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
았다. 한편, 중국총공회(中國總工會)의‘단체협상’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인사담당자들
이 걱정하고 있었다. 이들은“단체협상이 현재에는 형식적인 협의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본격화되면 직원들의 요구가 응집되어 교섭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섭의 성공∙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입장에서는 득(得) 보다 실(失)이 클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현재 단체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는“지역 공회의 압력 때문에 단체협상
에 응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페이퍼 작업에 불과하다”
고 전하였다. 다른 인사담당자는“지역 공회
간부들과 만났을 때에도 단체협상에 대한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처럼 단체협상
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상과 공회에 대해 상이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컨대 단체협상은 늦출 수 있는 한도까지 늦추되 신노동법이 공회에 부여한 각종 역할을 고려해
기업내 공회와는 건전한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가진 기업들이 많았다.4)
공회설립 압력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화동 지역(상하이, 난징, 쿤산, 쑤저우
지역)은 기존의 높은 공회 가입률과 지역 공회의 거듭된 압박으로 인해 공회 가입률이 높았다. 이
지역에선 공회의 장점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다.5) 즉 공회비 납부에 대해 관대하고 직원과의 문

4) 중국정부, 총공회, 노동운동가 (가령, 한동팡),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단체협상이 제자
리를 찾아갈수록 기업내 공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파워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단체협상이 본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중국정부, 총공회, 노동
운동가들은 단체협상 드라이브 속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고 있었다. 필자가 만난 광저우 총공회 간
부(6월 15일)는 필자에게 최근 미국 방문시 미국 노동조합단체에게 전해받은 단체협상 자료물들을
보여주면서 단체협상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보였다.
5) 이 장점은 기업측에서 평가하는 장점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 내에 공회가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공회주석은 여전히 회사에 종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회는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동
하였다. 물론, 공회의 성격은 기업의 크기 및 소유구조, 기업 본사의 노조정책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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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생시 지역 공회가 기꺼이 중재 역할을 해주며 공회 설립만 하면 그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공
회에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베이징 및 톈진 지역은 예상과 달리 공회 설립
압력이 크지 않았다. 물론, 이 지역의 한국 대기업들은 지역 공회의 타깃이 되었거나 진출시 중국
국유기업을 인수한 경우가 많아 이미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공회의 공회 설립 압박이 없었다고 대답한 인사담당자가 많았다. 광둥성 지역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광저우와 선전 지역은 공회설립 압력이 심한 반면, 부근 소도시의 경우엔 공회
설립 압력이 전혀 없었다고 전하였다.
지역 공회의 존재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한 인사담당자도 있었다. 한편, 한국기업들 중에는 중
국에 하나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아 각 지역 공회 특색을 비교해서 설명한 경우도 많았
다.6) 가령,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의 비교 설명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상하이 지역 공회는 일처
리가 깔끔하고 공정한 데 비해, 선양을 비롯한 몇몇 북방 도시들은 지역 공회가 수시로 법인을 방
문해 여러 사항을 요구한다. 선양의 경우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회 준비
금이라는 명목으로 공회비를 내야 한다. 공회 준비금을 세무국에 내지 않으면 다른 납부금까지
아예 수납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상의도 해보았지만 외국기업이라는 특성상 공회비를 납부하
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납부했다.”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하나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한국기업들
은 지역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인사∙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의 공회관(觀)을 알아보기 위해 베이징, 톈진, 난징, 쑤저우, 쿤산, 광저우, 하이저
우(海州)에서 30여 명의 현지 중국인들과 파일럿 인터뷰를 실시하였다.7) 이들의 의견은 회사의
국적, 크기, 소재 지역, 직원 신분, 기업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간단히 몇가지 의견을 설명
하자면, 중국 국영기업 직원은 공회에 대해“명절 때 선물 나눠주는 곳, 쓰촨 지진때 성금 모금하
는 곳”
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난징의 중국 로컬 운송서비스업체 직원은“현재 회사에는 공회가

6) 작은 규모의 한국기업들 중에도 중국에 하나 이상의 생산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다. 어느 기업
은 한국 본사에는 30여 명의 관리 및 영업 인력만 존재하고 중국 두 곳의 생산법인에서 중국인 직원
8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7) 한정된 지역에서 아주 제한적인 숫자의 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중국인들의 공회관
(觀)을 일반화할 수는 없음을 미리 밝힌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부 의견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미에
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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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나을 것”
이라고 하였다. 광저우의 한 중
국 직원은“권력이 있으면 이권이 있을 테니 공회주석은 돈을 많이 벌 것”
이라고 하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필자가 2002년과 2003년에 중국 직원들과 인터뷰했을 때보다는 공회라는 존재
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늘었다. 한편, 중국직원들에게
어떻게 공회와 신노동법에 대해 알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중국 직원들이 방송
뉴스와 신문, 인터넷을 거론하였다.8)

■ 신노동법
신노동법에 대해 포스코 차이나 정상경 인사팀장은“이제 중국시장이 동네축구에서 A매치로
바뀐 것”
이라며“그동안 받은 혜택들이 없어지고 공정하고 정식적인 룰에 따라 게임에 임해야 한
다”
고 평가하였다. 하이저우 한국상회 박종서 총무(ATT 총경리)는“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조항
들인데 실행이 안되었던 것이 문제”
라며“이제는 제대로 실행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신
노동법 준비 상황은 대기업과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
2~3년에 걸쳐 충분히 대비해 오면서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으나, 노동
집약형 영세기업들은 절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기술∙생산 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인사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인터뷰한 몇몇 기업의 특수업무직(운전기
사, 경비, 식당근무자) 직원들이 잔업비, 사회보험, 취업규칙 등의 비합법적 운용을 이유로 지역
노동국에 신고해서 경제보상금과 미수령 액수를 소급해서 지급받고 회사를 떠났다. 쿤산의 한 기
업은 모든 직원들과 작성한 서면계약서가(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위법성을 지적받게 작
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주재원은“임금 계산상 편의를 위해 서면노동계약서에 문구를 삽입한
것인데 나중에 살펴보니 법에 저촉되었다”
고 전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8) 한편, 광주의 한 대형 서비스업체의 한국인 사장은 중국 직원들의 노동법 숙지에 관해 고향 네트워
크를 거론하였다. 즉, 동향 사람을 통해 처음 도시로 나와 직장을 구했듯이 동향 사람을 통해 이직
을 하게 되고, 동향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법을 숙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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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가장 일반적인 이슈는 잔업시간 규정이다. 대개 법정 잔업 허용시간을 넘기기 일쑤인데
지역 노동국마다 잔업시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더 큰 문제는(대개 직원 동의서만 존재하면 문
제삼지 않고 있으나) 이 사항을 빌미로 지역 정부나 지역 기관들이 외국기업들에게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법적 잔업시간
을 초과하는 한국기업들은 직원동의서를 받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넘기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다.
한편, 신노동법의 실행은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하는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
국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쑤저우삼성반도체 여명구 인사
팀장은“예전에는 외국기업이 투자만 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관리 감독면에서도 눈감아준
측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환경, 노동, 통관 등 모든게 엄격해지고 있다”
면서“이제는 국적에 관
계없이 모든 것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더 많
아진 것”
이라고 말하였다. 난징 한국투자기업협회 박결 실장은“예전에는 노동국에 신고가 접수
되어야만 조사를 나왔는데, 요즘엔 자발적으로 조사를 나온다”
며 노동법 실행에 대한 지역 노동
국의 적극성을 설명하였다. 난징 LG화학 유흥연 부총경리는“난징 개발구 중재위원회에 중재건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
며“직원들의 전반적 의식도 높아지고 지역 당국의 실행 의지도
높아져서 앞으로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더 비싼 비용을 치를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선전의 한
중소기업 인사부장은“외국기업을 이중잣대로 보는 것이 문제”
라며“중국 국내기업은 관행이라
고 봐주면서 외국기업에겐 너무 엄격하게 들이댄다”
고 말하였다. 그는“지난 1년 동안 언론에서
너무 거론한 까닭에 이제는 보통 중국 사람들도 신노동법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
고 있다”
고 신노동법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수준을 설명하였다.
신노동법의 변화는 기업의 인사관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기업은 기존의 인사관리 시스
템(채용, 평가, 보상, 퇴출 등)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었고, 그동안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를만
한 것이 없었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는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시작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채용 면에서 상당히 신중해지고 있다. 모 인사담당자는“회사와 코
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회사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성검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할 것”
이라고 전하였다. 평가 측면에서는, 향후 문제 제기시
반박할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평가 자료를 철저히 문서화하며 회사방향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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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본보기로 크게 보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상 측면에서는, 평가에 따른 보상을 철저
히 하기 위해 팀장의 역할을 높였고, 채찍과 당근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고정급여(fixed pay)를
줄이고 변동급여(variable pay)를 늘렸다. 전체 인력관리는, 노동법이 인력의 퇴출을 어렵게 만들
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을 줄이거나 현재의 인원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LG전자 톈진법인 조규영 부장은“제주도에서 한라봉을 만들어내듯이 결국
중국진출 기업들이 고부가가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고 말하였다.

■ 인사담당자 조언 및 사례
높은 이직률, 문화적 차이, 법제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사업환경과 다른 중국에서
어떻게 인사∙노무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의 조언과 함께
각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하기로 한다. 포스코 차이나 정상경 인사팀장은 인사관리
를 옷에 비유하며“중국인은 어깨는 좁고 팔이 긴데 한국 옷을 입히면 이들이 좋아할 리 없다”
며
“중국인에게 한국 옷을 입히지 말 것”
을 강조하였다. 정팀장은“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며 복리후
생을 중국 실정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고 주문하였다. LG전자 톈진법인 조규영 인사부장은“가
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확실히 체화(體化)시키는 것”
이
라면서“이 같은 시스템 관리와 동시에 한국인의 특징인 정감관리를 실행하면 효과가 있다”
고밝
혔다. 가령, 같은 인사관리 방식도 좀 더 감동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결혼기념일이나 승진
발표일 등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본인 통보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알려서 온 가족이 기념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등의 세심한 감동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상하이 에셋플러스 신정규 사장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메신저에“사장님 밥 좀 사주세요!”
라는
말은 곧 좋은 식당에서 비밀 면담을 의미한다는 것이 직원들 사이의 암묵적인 면담신청 방식이
다. 신사장은“자존심이 강하고 가슴속 얘기를 잘 표현하지 않는 현지 직원들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일대일 면담은 큰 효과를 보인다”
고 설명하였다.
이직률 관리에 있어서는 역시 급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원강철 김경찬 사장
은“급여를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회사방침을 바꿨다”
며“예전에 비해 급여를 많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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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니 이직률이 거의 없다”
고 밝혔다. 상하이 카사미아가구(Casamia) 전환태 사장 또한“명절
퇴사가 1%가 안 되는 이유는 급여가 높고 복리후생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
다. 한편, 싼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형 기업들은 신노동법 영향으로 인한 급여계산 방식의
딜레마에 대해 걱정을 표하였다. 한국기업의 급여는 많은 시간의 잔업수당을 포함해야 비로소 어
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는데 신노동법 시행으로 잔업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임금에 불만을 품는
직원들이 이직을 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였다.9)
평가와 보상 시스템 측면의 우수 사례도 종종 눈에 띄었다. 북경 현대자동차 김현수 경영지원
팀 차장은“평가라는 개념이 없는 직원들에게 몇 년간의 시간을 두고 공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상벌 개념을 주입시키는 것이 힘들었다”
며“처음 실행이 어렵지만 중국 직원들은 의외로 잘 받아
들이는 생활 태도가 있으니 공정한 원칙이라면 추진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
을 주문
하였다. 한편,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우수사원 시상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해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설명하였다. 가령, 신흥전자 김법표 경리는“좋은 취지로 우수사원을 뽑았는데 그 다음날 투서가
들어왔다”
며“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면 섣부른 포상 제도는 역효과만 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와 관련, 상당수 인사담당자들은 준비 안 된‘당근’
방식보다는 철저한‘채찍’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좋은 취지로 중국 직원들 의견을 자꾸 수용하다 보면 의외로
중국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을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원칙이 있는 인사관리라면 철저히 주
입시키고 컨트롤하는 것이 낫다고 밝힌 인사담당자들도 많았다.
각 기업들은 핵심인력의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국내와 해외 대학
으로 교육, 법인간 교차근무, 끊임없는 면담 등을 통해 중국핵심인력 유지에 노력하고 있었다. 모
인사담당자는“한국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서구 다국적 기업에 비해서는 장기적인 경력 관리면
에서 중국인들이 덜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은 특별 보너스 및 교육, 승진 등을 통해
그 간극을 메꾸어 주고 있다”
고 밝혔다.
초창기에 비해서 주재원들의 중국어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초창기에는 조선족 직원이
옆에 없으면 주재원의 일상업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느 기업에이나 주재원
은 생활 중국어는 구사할 수 있으며 통역을 쓰더라도 통역이 잘못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9) 이는 중국정부가 바라는 산업 및 작업장 구조조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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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의도로 말을 왜곡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주재원이 많았다. 가령, 삼성의 경우
는 중국주재원 파견시 1년 동안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현
업부서에서는 언어적인 이유만으로 조선족을 채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 대신 의전∙통역 담당 부서
를 따로 만들어 조선족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쑤저우삼성반도체 여명구 인사팀장은“현업부서는 철
저히 현지화시켜서 영어와 중국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며“이제 조선족에게 의사소통을 맡기
는 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통용될 수 없다”
고 전하였다.
중국인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중국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중소기업의 의지도 눈에 띄었다. 광둥성
하이저우 지역의 비전전자는 올해 초 중국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부에서 중국인 인사팀장
을 영입하였다. 비전전자 김학철 사장은“중국인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좀더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올 초 중국인 인사팀장을 영입했다”
고 설명하였다. 광둥성 중산지역의
KEC는 중국인 직원 한 명을 고충처리담당으로 임명해 회사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 이
직원의 업무는 찾아오는 중국인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선뜻 찾아가느냐는 질문에 허대영 부장은“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고 간다”
며“아주 성
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고 전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중국노동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노사관리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
는 경우도 있다. LG전자는 국내에서의 노경관리 노하우와 중국 지주회사의 중국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동반진출한 협력업체들이 법률위반이나 노사관리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인 조언을 주는 시스템을 최근에 구축하였다. 하이저우 지역에 위치한 LG전자의 한 협력업체 사장
은“중소기업은 인사∙노무관리에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다”
며“이런 면에서 LG전자의 협력시스
템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들도 많았다. 즉 영세업체
의 경우 신입직원을 뽑아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여력이 없는데 신입사원 기본 교육을 코트라
(KOTRA)나 중소기업청에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지역내 인사노무담당자들간 교류도 활발하다. 이 두 지역에서는‘인사∙노
무관리연구회’
가 조직되어 매달 모임을 통해 전문가 초청 강연을 듣거나 각 회사의 이슈를 활발히 토
론하고 조언을 주는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상하이한국상회 인사노무연구회 이철수
사무국장은“노동법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 많이 중요해져서 예전에 비해 인사담당자의 주재원 파견
이 늘어났으며 일반 주재원들의 모임 참석도 늘어났다”
고 전하였다. 북경 인사노무연구회 정상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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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장은“중국 인사관리 노하우 측면에서 회원사간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하우가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선의의 취지로 자발적으로 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 설명하였다.

■ 맺음말
중국내 인사담당 주재원들은 중국의 문화적∙제도적 차이점으로 인한 인사∙노무관리상의 어
려움을 표현하였다. 이 중 이직률 관리, 신노동법 대처방안, 공회 설립 등의 이슈에 가장 많은 관
심을 보였다. 세가지 이슈는 중국내 지역별, 업종별, 한국기업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점을 보였
다. 한국기업들은 노동관행에 관련해 준법경영이 중요함을 100%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관행, 비
용, 노동법 준수 사이 면에서 중국 로컬기업, 여타 외국기업과 비교하며 어느 지점이 균형점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대다수 인사담당자들은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중
국정부의 정책이 장기적 방향에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
에 이들은 올림픽 이후 향후 10년 내에 중국내의 노동환경에 큰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즉 이들은
중국내 사회거시적인 변화(분리독립 시위, 강한 민족주의, 빈부격차 불만, 부패한 관리에 대한 불
만, 외국인 혐오 등)와 맞물려 한 지역의 일시적인 파업이 외국기업의 작업장으로 연쇄적으로 번
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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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아시아 국가의 인적자원관리 2

Special Feature

최근 베트남의 노동환경 및
인적자원관리(HRM) 변화와
베트남 기업 사례연구
강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머리말
이 글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노사관계 및
HRM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구체
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기업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수용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는 최근 노동집약적∙저임금의 단순
모델에서 벗어나 급격한 임금상승, 숙련인력의 부족, 이직 증가와 직원 보유전략의 중요성, 노동자
들의 협상력 증가와 쟁의행위 급증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및 HRM의 전환
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관행으로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노사관계 및 HRM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2008 베트남 경제 현황 :
고성장 추세 속 인플레이션 압박 등 경제위기설
2006년은 베트남이 Doi Moi 개혁정책 추진 이후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WTO 가입과 함께 글
로벌 경제체제에 포함되었으며 APEC 정상회담 개최를 통하여 국제정치의 일원이 된 시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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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경제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7.34

7.79

8.43

8.17

8.5

농업

22.5

21.8

21.0

20.4

19.5

제조업

39.5

40.2

41.0

41.5

42.0

서비스산업

38.0

38.0

38.0

38.1

38.5

인플레이션

3.1

7.7

8.3

7.5

8.3

실업률

5.8

5.6

5.3

4.4

5.3

경제활동

자료 : KOTRA 국가정보(2008) 및 Google 검색.

도 하다. 베트남에 유입되는 외국투자는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 한 해
동안의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02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2
배가 증가한 2,03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글로벌 기업인 인텔
과 대만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각각 수백억 달러의 베트남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1)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는 지난 3년간 GDP 성장률 8%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
만, 2008년에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급등과 급격한 인플레이션2) 등 경제침체 또는 위기설3)
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8~9%대의 성장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노동시장 여건
고성장 환경에서 베트남 노동인구 또한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인구는 2007년 현
재 8,500만 명으로 인구 규모로는 세계 13위이며 평균 연령은 24세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취업
인구는 4,670만 명으로 추정되며, 25.5%인 1,190만 명이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1) Gross A. and J. Minot(2007),“Vietnam HR Update 2007,”Presented at SHRM Global Forum.
2) 2008.8월 현재 베트남 하노이의 인플레이션은 28.3%로서 1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Government Statistics Office가 발표.
3) 2008년 5월 베트남 노동부(Ministry of Labor, Invalid and Social Affairs) 국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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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아직까지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취업인구의 절반을 넘으며(56%), 2차산
업(제조업)에 19%, 3차산업(서비스산업)에 2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고용 인구는 해마다 각각 50여만 명씩 증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 도시 지
역에서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4.9%이며,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미숙련자들이다.
급격한 경제성장 및 대규모 FDI 유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여건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노동력
이 풍부한 반면에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인 편이다.5) 특히
외국기업들이 몰려 있는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호치민 인근은 이미
거의 완전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6) 이 두 지역에 몰려 있는 외국기업들에서의 관리직 및
전문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호치민시를 포함하는 베트남 남부에서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부
족 또한 심각한 편이다.7)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노동자들의 이직률 및 협상력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서는 지난 2년간 파업 등 노동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 최근의 불법파업(Wildcat Strikes) 현황
최근 베트남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는 지난 2년간 급증하고 있는 파업이다.
2006년 초 외국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요구, 과도한 오버타임 및 불법적인 임금삭감에 항의
하며 파업을 벌였다. 모든 파업은 노동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노조 주도가 아
닌 불법파업(Wildcat Strikes)이었고 노동집약적인 한국 기업(28.8%)과 대만 기업에서(37.4%) 다
수가 발생하였다. 파업의 주된 원인은 베트남 정부가 2005년까지 동결한 최저임금에 항의하는
것이었고, 향후 정부로 하여금 최저임금 조정을 위한 새로운 법제화를 고민하게 하였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가중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이다. 2007년 상반기 유류 및 식품 가격은

4) Gross A. and J. Minot(2007),“Vietnam HR Update 2007,”Presented at SHRM Global Forum.
5) 베트남 노동부(MOLISA) 자료에 의하면 노동인구의 35.4%만이 6개월 이상의 단기교육을 포함하
는 기술교육 및 기술전문대 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주호치민 총영사관 자료.
7) 호치민시 상공회의소 HR Directo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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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파업발생 현황
파업수

국영기업(SOE)

외국기업(FDI)

건수

건수

비율(%)

건수

1995

60

11

18.3

28

1996

52

6

11.5

1997

48

10

1998

62

1999

민간부문(Private)

비율(%)

건수

비율(%)

46.7

21

35

32

61.6

14

29.2

20.8

24

50

14

26.9

11

17.7

30

48.4

21

33.8

63

4

6.4

38

60.3

21

33.3

2000

71

15

21.1

39

54.9

17

23.9

2001

85

9

10.6

50

58.8

26

30.6

2002

88

5

5.6

54

61.4

29

33.0

2003

119

3

2.5

81

68.1

35

29.4

2004

96

1

1.1

40

72.9

25

26.0

2005

147

8

5.5

100

68.0

39

26.5

2006

365

N/A

N/A

287

78.6

N/A

N/A

2007

540

N/A

N/A

438

81.1

102

18.9

Total

1,796

-

-

1,241

69.0

-

-

자료 : 베트남 노동부, 주호치민 총영사관.

각각 20%, 10% 상승하였고 임금에 불만을 가진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이 빈발하였다.
베트남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불법파업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2008년 1/4분
기에만 350건이 발생하고 있다.8) 이러한 불법파업이 베트남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사관계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노사간의 자율적 노사
관계의 지원과 노사관계의 근대화 추진 및 법과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 위해 2008년 새로운 최저
임금법 도입 및 2010년 노동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8) 베트남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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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동향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최근 임금인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 임금인상률은 7%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2007년 20~30%대의 인상이 이루어졌고 2008년
에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상승이 예상되고 있다.9) 2004년과 2005년 사이 화이트칼라 평균 임금인
상률은 8%대였는데, 2006년에는 11% 이상 상승하였다. 2007년 관리자 이상의 지위에서 보면,
HR 관리자의 경우 적어도 한 달 평균임금이 2,000달러이며, CFO는 3,500달러, CEO는 5,000달

<표 3> 부문별 지역별 임금 현황(2007년 6월 현재)
고위관리자

(단위 : 천 베트남 Dong / USD)

중간관리자

전문직 및 고숙련 근로자

반숙련 근로자

부문별/지역별
VND

USD

VND

USD

VND

USD

VND

USD

전체 평균

3727

236

3046

193

1870

118

1464

93

북부 지역

3025

191

2775

176

1684

107

1359

86

중부 지역

3142

199

2750

174

1648

104

1486

94

남부 지역

4626

293

3520

223

2055

130

1516

96

국영기업(SOEs)

4057

257

3155

200

2007

127

1747

110

외국기업(FDI)

7443

471

4153

263

2204

140

1384

88

실제 지급금액
(세금 20%+사회보험료 23%)

674

민간기업

2840

180

2524

160

1689

107

1382

88

농업 부문

2910

184

3400

215

1512

96

1268

80

산업 부문

4114

260

3030

192

1840

116

1491

94

무역 및 서비스 부문

3558

225

3170

201

1962

124

1478

93

376

200

126

주 : 1) 이 자료는 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20%의 세금과 사회보험분담금 23%의 증가분을 고려해
야 함.
자료 : 베트남 노동부(MOLISA)

9) 호치민시 총영사관 자료.
10) 호치민시 총영사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12년 이래 최고로 급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15.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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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무, 회계, 세일즈와 마케팅 분야의 임금이 높은 편이다. 현재 베
트남의 고급인력 공급은 수요의 30~40%밖에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동종 분야에서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
금을 제시해야만 한다. <표 3>은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임금지급 금액으로 세금(20%) 및 사회
보험료 부담부분(23%)을 고려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몇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10)과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임
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 가속화 등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법의 변화
베트남 사회보험체계는 고용주로부터 15%와 노동자들로부터 5%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2007년 1월 이후 개정된 사회보험법에 의하면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18%와 8%의 부담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서는 현재 외국기업과 베트남 국내 기업 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0
년까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이를 없애고 최저임금 수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여성평등법’
은 법 조문 자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업들로 하
여금 여성 고용시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고용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 베트남 인적자원관리(HRM)의 주요 이슈들
베트남에서의 HRM은 현재 변화기(Transition)에 있다. 개방경제 이전에는 경영의 자율성이 없
었고11) 임금도 정부 방침에 의해 결정되는 등 관료적인 특성을 지니다가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편

11) 1986년 이전에는 국가로부터의 방침에 의해 수행되었고, 성과와 무관한 임금구조, 기계적인 승
진체계, 기본적인 복지가 강조되었다(Quang and Vuo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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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이후 HRM은 점차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12) 1990년대
이후 베트남 정부는‘학습과 개발’
의 HRM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
들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와 연동되는 서구식의 유연한 HRM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HR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베트남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13) 베트남 기업들의 특징은 장기적인 화합과 상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돌보는
‘Corporate Family’
로서의 기업의 역할이 기대되며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의무가 강조됨으
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서구의 경영 관행들과는 차이와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14)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파업 속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서의 문제점은 진출한 지역의 문화적 차이
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기업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7년 방문 조사한 베트남 민간기업에서의 사례에서 보면 베트남 근로자들의 정서적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HR 부사장은 작업 현장과 핫라인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같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다고 하였다. 관리자가 가족같이 직원들을
돌보는 이 회사는 이직이 거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쌓고 있었다. 호치민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회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채용과 직원보유 정책에 대해 심각
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원들의 몰입과 헌신을 바탕으로 높은 기업 성과를 거두고 있
었다. 또한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은 기업들의 유연화 전략 추구 관점에서도 기능적 유연화
(functional flexibility)가 조직 내 몰입과 화합을 지향하는 베트남의 문화 전통과 잘 맞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15) 문화에 대한 이해는 HRM 정책을 포함하는 현지화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현재 HRM의 모습은 전통
적인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 모델이 유지되는 가운데 HRM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모
습이라고 한다.16) 새로운 HRM를 이루는 주요 영역들로서는 정보교환(Information Sharing), 성과관
12) Quang Truong and Le Chien Thang(2004),“HRM in Vietnam,”in Budhwar(ed.), Managing

Human Resources in Asia-Pacific.
13) Thang et al. (2007),“To What Extent Can Management Practices be Transferred Between
Countries,”Journal of World Business 42. pp.113-127.
14) Thang et al. (2007).
15) Zhu(2005).
16) Zhu, Collins, Webber, and Benso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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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Performance Management), 교육과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집단지향(Group
Orientation), 보유정책(Retention Management) 및 성과급(Performance Pay) 등이다.17) 이 중에서도
조직 성과에 유효한 결과를 보이는 관행들로는 정보교환, 성과보상제도와 교육훈련으로 나타난다.

■ 노사관계/인적자원관리 사례연구 : VietSovPetro

이 회사는 베트남 최대 석유 생산회사이며, 1981년 러시아와의 합작투자회사(J/V)로 설립되었
다. 현재 직원수는 6,500여 명 규모이며, 위치는 호치민시에서 남쪽으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붕따우 지역이다. 이 회사(VSP)의 특징은 시장경제체제로 이전 이후 경영방식은 시장경제 원칙
을, 직원들의 복지후생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독창적인 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VSP는 베트남 국가경제 및 지방경제의 연결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원유생산 매출액 330억
달러로서 동남아시아 3위의 석유 생산 및 수출회사이다. 이러한 경제활동 이외에도 석유산업에
서의 항만, 원유저장고, 물류시스템을 망라하는 인프라 및 선진 기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베트남
<표 4> VSP 고용관계 현황
계층

고위관리자

100

관리자

400

기술자(대졸 이상)

2,000

운영기사 / 숙련 근로자(기술대 이상)

3,000

반숙련 근로자와 지원부서 직원(고졸 이상)

1,000

전체

6,515

17) Thang and Quang(2005a); Tha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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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부서장

자료 : VSP HR Director 인터뷰(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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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인적자원개발(HRD)에도 공헌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원
등 활발한 CSR 활동을 추진 중이다.

VSP 고용관계의 특징은 베트남 국내법에 우선하여 합작투자 당시 체결한‘국제협약’
에 의하
여 정규 직원을‘3년 계약제’
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규 직원이라 하더라도 3년 이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직원들의 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평균 근속은 15년이다.18) 협력사(Subcontractors) 운영은 프로젝트별로 운영하고 있는
데, 주된 업무는 식당 운영, 유조선 수리 등이다.

베트남 국영기업(SOEs)은 전 직원이 노조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CEO도 노조원이다. 민간기업
에서는 관리자들은 노조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VSP 내에는 2개의 노조가 있으며 상위연맹
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VGCL)에 속한다. 노조의 조직 구조는 중앙 노조집행부가 있고 17개
사업부서별로 지부(Locals)가 조직되어 있다.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부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19) 자동차, 사무실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받는다. 단체협약은 현재 미체결 상태이며
베트남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노사관계 개혁 프로젝트’
에서 개별 기업에서의 단체협약 체
결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표 5> VSP 관리자 임금 분포

(단위 : USD)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1,280

1,500

1,650

1,700

1,800

2,360

2,440

2,510

2,710

18) 베트남 노동법하에서의 일반적인 고용관행은, 1년 미만(6일,30일,60일)의 수습기간을 거쳐 단기
계약(1~3년)을 체결한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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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거 지원 등 폭 넓은 직원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생산직(숙련공) 임금은 220~250달러 수준이며, 기술자는 최소 295달러(경력없는 대졸
자)에서 경력자 405달러, 경력자 및 고성과자에 대해서는 46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관리자는 등
급에 따라 9급 1,280달러에서 1급 2,710달러 사이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로
는 매월 25달러에 제공되는 회사 주거시설20), 1끼 식사비 1달러, 1년에 1회 왕복 비행기표 지급,
통근버스 제공, 고위관리자 통신비 지급, 러시아 직원들을 위한 러시아 학교가 제공되고 있다. 임
금체계는 기본급+월별 보너스+부정기적 보너스+연간 보너스+각종 수당+연간 1회 왕복 티켓
+의복비+식사 수당(1끼당)으로 구성된다.

이직이 없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이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21) 향후 더 심각해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2007년 임금인상은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10~20% 정도의 인상이 적당하나
직원 보유를 위해 30%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VSP에서는 직원 보유 전략으로 ① 핵
심 인재에게 프로젝트를 부여한 후 성과에 따라 일시불로 비정기적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19) 노조위원장은 부사장급 임금 대우 및 부가혜택을 지급받음.
직위

임금

회장

4.000

부회장, 노조위원장

3,200

사업본부장

2,500

부장

2,300

관리자

2,000

20) 회사 주거시설에는 10개 동에 총 600Units 있으며 가족용 400units, 독신용 200units으로 구성된다.
21) 2007년 엔지니어 이직이 100~200명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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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kip 제도를 운영하여 단계별 직급 승진을 타파하고 핵심 인재에게는 빠른 승진을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보너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회사 성과 향상을 추구한다. ①
월간 보너스 제도는 사업단위별(Divisions) 성과에 의해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성 및 품질 요소들, 안전기준 등 부서별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너스 규모
는 기본급의 20% 수준이다. ② 연간 보너스 제도는 연간 성과목표를 정한 후에 초과달성 시 조직
및 개인 평가에 의해 지급된다. ③ 정기 보너스는 목표 달성 시 기본급의 100%를 자동으로 지급
하는데, 연간 13회 지급된다.

현장 작업조직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팀 작업이 아닌 개인 작업 중심이다. 작
업 체계는 현장 관리자 주도로 운영되며, 작업자에 대한 권한위임을 제한함으로써 조직의 위로부
터 아래로 직무 수행이 전달되는 톱다운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QC를 포함하는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상제도와 연관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
준이다. 현장 OJT와 다기능화도 현장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맺음말
베트남 노사관계는 최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가파른 임금상승 및 타이트한 노동시장 여건
등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도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을 요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서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계 기
업에서의 파업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는 관리방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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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나타난다.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의 노동시장 환경은 더욱 타이트하여 근로자들
의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인적자원관리가 힘든 반면 임금상승의 압력은 커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한 자율적인 노사
관계를 지원하는 한편, 2008년 새로운 최저임금법 도입 및 2010년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노사관
계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법과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HRM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인사관리(PM) 체제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추구를 위한 인적자원(Human Resources)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공적인 HRM
정착을 위해서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배경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부 외국기업들은 이러
한 관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HRM 미정착, 이직률 증가와 숙련형성의 어려움, 노
동쟁의의 빈번한 발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VietSovPetro는 시장경제의 추구와 직원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전통과의 결합 속에
서 경쟁력 있는 임금 지급과 인센티브제도의 활용, 그리고 VSP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의 형성을
통하여 직원들의 헌신과 몰입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HRM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직의
발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보상 및 승진 제도를 통한 직원 보유 전략은 베트남에 진출
한 한국 기업들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향후 베트남의 노사관계와 HRM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함께 얼마나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발전
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저임금 모델에서 탈피하여 직원들의 헌신과 몰입을 회사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HRM의 도입과 정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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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에게 듣는다 ① - 게리 베커

게리 베커 교수의
한국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9월 5일 인적자본이론의 대가로서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경제학적 틀에 입각해 분석해 온 세계적인 석학
게리 베커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노동브리프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개진된 베커
교수의 제언을 정리해 소개한다.

게리 베커(78)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인적자본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확립한 공로와 인종차별, 가족, 범죄 등과 같이
기존 경제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사회적 주제들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적자본, 노동자에게 투자되는 물적자본의 양(자본장비율), 기
술발달 수준, 노동시장의 효율성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중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가
장 문제인 것 같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시
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더 많은
자본이 한국에 투자되어야 한다.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편입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져야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각국의 경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의존하기 때
문이다. 정부가 무언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부도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
이론을 보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압력이 행해지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정
책이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쟁이 있는 것이 일자리 창
출에 유리하다. 경쟁이 있다면 쉽게 창업이 가능해지며, 이는 또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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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전적으
로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엔진을 보면 신
생 중소기업에서 이를 주도한다. 전 세계 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 국적
의 기업들의 경우 오래된 기업도 있지만 신생 기업도 많다. 월마트, 오라
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널리 알려진 기업들인데, 이들이 모두 하
이테크 기업도 아니다. 반면 유럽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
다. 유럽에서는 창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정도 비슷한 것 같
다. 즉 창업 용이성이 매우 낮다. 세계은행 창업 용이성 지수에 따르면 미국이 5위권이고 일본이 25위
권, 한국은 100위권 밖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 불황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 지원을 위한 보조
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지만,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민간
부문에서 경쟁이 보장되며 창업 용이성이 높다면, 정부가 별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완전고용
이 가능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 단기적으로 서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상호 보완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해고
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경영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
의 입장에서 볼 때 정규직은 문제가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고통을 받는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최
고의 해결 방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주
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규직이더라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야 한
다. 예를 들면 SK그룹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SK의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고 규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
제의 근원이다. 기업을 자유롭게 해야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학의 목표는 빈곤층을 도와주는 것이다. 부유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는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있다. 나쁜 정책으로 인해 정부
의 정책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빈곤층 내지는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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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노동시장을 좀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
연성이 부족하면 먼저 여성 등 소위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
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청년실업률도 그 원인이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에
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피
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 측면에서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다는 것은 근
로자들에게는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고, 비슷한 임금수준의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수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지금 가진 일자
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일자리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유연성에 있다. 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상업용 건물 건설업으로 이동하거나 전혀 다른 업종으
로도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연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매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에서는 은행이, 부동산거래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요
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듯이, 노동시장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기업에는 인력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맡을 기관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인력알선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
는 고용알선서비스센터가 많다. 고숙련근로자, 저숙련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선
업체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경쟁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몇가지 핵심
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대외적 안정이라고 하면 한국같
은 경우에는 대북관계의 안정을 들 수 있겠고, 국내의 안정이라고 하면 민간부문에서 제공할 수 없는
범죄발생 억제를 들 수 있겠다. 둘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조세
정책, 최소한의 반독점규제 등 적절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밖에도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등 다
양한 역할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나 높은 관
세부과, 높은 한계세율 적용 등의 지나친 규제나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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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에게 듣는다 ② - 기 소르망

기 소르망 교수의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을 위한 제언
9월 22일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
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기 소르망(64)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교수는 1970년부터 2000
년까지 파리정치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제철학을 가르쳤으며, 경제철
학가와 칼럼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기 소르망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없다면 더 높은 소득이나 보다 공
정한 소득정책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결국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경제적 측
면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즉, 데이터와 목표의 공유 그리고 경제
규칙에 대한 공통의 이해만이 경제와 사회발전을 허용할 것이다.

성장이 갖고 있는 주요한 역설로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낡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이나 생산직 노동
자에게 주로 영향을 주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서구와 일본의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화
이트칼라 노동자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역시 기술혁신과 경쟁이라는 광풍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
고 있다. 기존 일자리에 대한 보호주의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시장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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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을 갖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력 배분은 유연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실용
적인 해결 방안일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의 활용이 혁신을 대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민을 가진 자와 가
지지 못한 자로 이분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러하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여성, 극빈층, 교육수준
이 낮은 계층, 이민자를 가장 큰 희생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
다.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보호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전략은 한국경제 전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노동조합이 전체 한국 사회를 대표한다
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외 다른 자를 대표한다고 주장
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에 관한 규제는 노동자 이해 대변에 민주
성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다.
이론적으로 최상의 안전망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최초로 제시한 것과 같은 부의 소득
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해 모든 국민들은 일생 동안 국가의 재정지원하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안전감과 결속의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부의 소득세는 기타 모든
사회적 재분배를 대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산술적으로는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해고된 근로자는 실직기간 동안 민간보험이나 공공보험 등을 통해 지원받을 자격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제도를 다루는 담당기관뿐 아니라 해고근로자에게도 이러한 구직기간의 효과
적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동적이라면 구직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아
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수용케 하는 유인이 복지 혜택보다 높은 경우라야만 구직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즉 미국처럼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해고비용을 낮추는 것이 복지 수혜자
에 대한 올바른 동기부여와 결합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화에 따른 실업자 발생은 민간 고용알선서비스 도입과 기업의 해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
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실직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있어 의욕이 강하지 않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정부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절차를 민간기관에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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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이들 민간기관은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간기관과의 경쟁이 정부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유인이 되고 있다.
정부 고용기관과 민간 고용기관 외에 대기업들이 자사가 해고한 근로자의 재취업에 대해 책임을 지
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블랜차드-티롤리(Blanchard-Tirole)세는 고용주는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된 직원이 재취업할 때까지 재교육을 위해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러한 세제는 고용주
에게는 직원들의 숙련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실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처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역동적인 경제와 유연한 시장에 잘 적응한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육 방법도 교육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개방적이고 덜 권위적인
교육 방식은 한국인들이 정보화 경제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
면서 값싼 노동력은 사라질 것이다. 즉, 비정규직에 대해 그 어떤 규제보다 대학 교육이 효과적인 안전
장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용할 수 있는 저임 노동력이 사라지면 한국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도입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저임 노동력을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
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임금상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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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일터학습 :
일터학습 투자 현황 및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근로자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박윤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과정)

■ 머리말
글로벌 시장경제하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내 근로자들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터학습
은 무엇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내외 조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직무능력개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기업이 당면하고 있
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조직의 혁신 노력과 관련하여 변화된 직무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근로자들이 습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내 기업들은 일터학습이 개인의 직무능력개발뿐만 아니라 개인 및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
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근로자 몰입에도 일터학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들은 일터학습에 주목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내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학습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소개한 후, 일터학습이 특히 근로자들의 몰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캐터필러(Caterpillar) 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터학습과 관
련하여 일터학습에 대한 인식과 일터학습에 대한 투자 및 일터학습의 효과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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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일터학습 투자 현황
현재 미국내 기업들은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이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
과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미
국훈련개발협회(ASTD: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가 발간한 <2007 State of
the Industry Report>에서는 미국 기업의 기업내 학습에 대한 투자 현황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ASTD는 미국내 조직이 2006년 한 해 동안 근로자의 학습 및 개발에 1,296억 달러를 소비하였
다고 추산하였다.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798.5억 달러는 내부의 학습 기능에 사용된 직접
성 학습 경비로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월급과 출장 경비, 그리고 비급여성 학습개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497.5억 달러는 컨설턴트, 외부 학습개발업체, 대학(원)
등 학비 지원금과 같은 외부 서비스와 관련된다(Paradise, 2007).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내 학습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살펴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직접성 학습
경비는 2006년에 1,040달러로 이는 2004년도의 약 1,022 달러에 비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의 직접성 학습 경비의 4분의 1 이상은 2006년에 외부 학습
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자 임금의 퍼센티지로서 평균 학습 투자액을 살펴보면,
2003년의 2.31%에서 2006년에는 2.33%로 나타나 증가세를 보였다 . 한편, 근로자 개인당 평균

<표 1> 미국내 기업의 학습 투자에 대한 주요 지표
지표
연도
2006 (n=221)

근로자 1인당
직접성 지출

근로자 1인당
활용된 학습 시간

임금의 %로서
직접성 지출
(benefit과 세금 제함)

학습 시간당 경비

가용한 학습
시간당 경비

$1,040.40

35.06

2.33%

$54.25

$1,543.28

-

-

-

-

-

2004 (n=246)

$1,022.43

36.36

2.32%

$49.99

$924.32

2003 (n=278)

$1,054.98

26.16

2.31%

$62.89

$1,109.28

2002 (n=297)

$857.07

28.78

2.22%

$45.72

-

2001 (n=304)

$799.64

25.50

1.98%

$36.79

-

2005

자료 : ASTD(2007), 2007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Paradise, A. (2007). U. S. learning and development
expenditure rises to $ 129.6 billion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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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시간과 관련해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당 35.06시간의 공식 학습 시간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의 36.36시간보다 1시간 정도 감소한 결과이다. 자세한 연도별∙주
요 지표별 미국 기업의 학습 투자에 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일터학습과 근로자 몰입과의 관계
지난 수년 동안 근로자의 몰입(employee engagement)은 개인, 그룹,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근
로자 유지, 이직, 고객서비스, 고객 충성도 등 기업 전체의 성과와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들
에게 큰 주목을 받아 왔다. 근로자 몰입(engagement)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기존의 동기
(motivation), 열정(passion), 그리고 헌신 또는 몰입(commitment)에 대한 새로운 용어이다. 이‘근
로자 몰입’용어와 관련하여 기업리더십위원회(Corporate Leadership Council)의 디렉터인 진 마
틴(Jean Martin) 씨는 근로자 몰입이 이성적 몰입과 감성적 몰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성적
몰입은 개인의 충분한 보상과 개발 기회를 갖는 것과 관련되고, 이성적 몰입은 자신의 일과 상사
또는 조직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Ketter, 2008). 일반적으로 근로자 몰입은 보상, 일의 질, 개인
의 특성 등 일과 관련된 요인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몰입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한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 이
에 많은 조직에서는 근로자 몰입을 지원하고 근로자 몰입을 증가시키는데 근로자 학습이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자 몰입에 학습은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명쾌하게 응답할
정도로 충분한 근로자 몰입과 학습과의 관계에 관한 양적 데이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
로자 몰입과 학습과의 관계를 조사한 ASTD의 근로자 몰입 조사(2007 ASTD Employee Engagement
Survey)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Paradise, 2008). 지난 2007년 10월에 온라인으로 실
시한 이 조사에는 학습 전문가, HR 전문가 및 다른 기업 리더들이 참여하여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일터학습이 근로자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근로자 몰입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몰입 정도가 높은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몰입 정도가 낮은 근로자로 구분하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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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몰입 정도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훈련∙학습
기회의 질(3.9)1)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제를 통한 학습(3.8), 훈
련∙학습 기회의 빈도 및 범위(3.6), 성과 평가에 관한 리더의 훈련 및 초기 적응 과정(3.5), 동료 코
칭 및 기타 비공식 학습 기회(3.4), 실행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3.0), 직무순환을 통한 학
습(2.8)의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몰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훈련∙학
습 기회의 질(3.3)이 몰입에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훈련∙
학습 기회의 범위(3.2), 훈련∙학습 기회의 빈도(3.0), 과제를 통한 학습 및 성과 평가에 관한 리더
의 훈련 (2.7), 기타 비공식 학습 기회(2.6), 초기 적응 과정(2.5), 동료 코칭, 실행 공동체, 직무순환
을 통한 학습(2.2)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몰입이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 모
두에게서 근로훈련∙학습 기회의 질과 훈련∙학습 기회의 빈도 및 범위는 근로자 몰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직무순환을 통한 학습과 실행공동체는 근로자 몰입에 가
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캐터필러 사의 일터학습 사례 :
최고경영자의 일터학습에 대한 견해
여기서는 캐터필러 사에서 학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인 Jim Owens와의 인
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Bingham & Galagan, 2008). 이 기업은 일터학습이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
력개발은 물론 근로자 몰입을 유도하고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 증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
로 인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학습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 사례는 앞에서 제시한 기업
내 일터학습의 투자, 그리고 근로자 몰입과 학습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캐터필러 사는 세계적인 제조기업으로서 건설 및 광업 기자재, 디젤 및 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등을 만들고 있다. 1925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이후 본사와
주요 제조 기능을 일리노이 주의 피오리아(Peoria) 시로 옮겼으며, 오늘날에는 40여 개 나라에서
1) 응답 척도 : 1=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 5=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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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개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상품과 서비스
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에는 캐터필러사의 기업 규모가 두 배로 증가되었는데, 이러
한 사례는 <포춘> 75개 기업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회사가 근로자 몰입, 탤런트 매니지먼트, 승계 계획을 추
진하기 위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기업 규모의 확대로 캐터필러
사는 근로자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오웬스(Jim Owens)는 학습이 위대한 기업이 되는데 가
장 중요한 기제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또 캐터필러에서의 학습은 직무 스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근로자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몰입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
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그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여,
현재 캐터필러는 근로자 교육훈련에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캐터필러는 학습이 근로자의 개발 및 성장뿐만 아니라 몰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
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 몰입은 조직의 성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근
로자 몰입은 매일 일터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일하고 훌륭한 팀을 이루기 위한 열망으
로부터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최고 경영자인 오웬스는 학습을 통해 근로자들
이 현재 및 미래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으나 단지 지식과 기능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근로자들이 학습한 것이 반드시 업무 현장에 적용
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업무에 학습의 적용은 근로자 몰입이 수반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조직에 몰입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성과, 팀의 성과, 그리
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과 증진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열망과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학습과 몰입과의 관계에 관하여 캐터필러는 수년간 근로자 의견 조사를 통해 이를
연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몰입과 학습은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학습과 근로자 몰입과의 관계, 베스트 프랙티스 정리 등, 아
직도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고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말하였다.
캐터필러는 현재 420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는 500억 달러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수익 증가에 대해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인 오웬스는 학습을 중요한 기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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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증진의 견인차로 인식하고 있다. 훌륭한 기업의 성과와 이윤은 지속적인 근로자들의 학습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 기업은 제조업 분야에서 제1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 차
원의 사내대학인 캐터필러 대학과 학습 커뮤니티 운영에 주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학습을 지속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내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캐터필러의 근로자들은 기업 차원에서 배워야 하는 학습, 기업단
위별 학습, 직무 역할관련 학습, 학술회의 참여, 독서, 개인 개발에 필요한 수업 참여를 포함한 자
유재량적인 학습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수많은 교육과정들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아
울러 전통적인 기존의 교실 수업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고 있는 글로벌 근로자들을 지
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약 3,000개 이상의 웹기반 학습도 제공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 네트워크에서는 4,000개의 실행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가 운영되고 있으며 50,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매년 가상교실 테크놀러지
(virtual classroom technology)의 활용도 100%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기업의 CEO는 지
식을 가치롭게 여기고 끊임없이 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의 성공을 돕고, 결과적으
로는 캐터필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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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근로시간계좌를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International Labor Trends
보호하기 위한 입법 동향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의 근로시간계좌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개별적인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으로 설정된 정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보장하
는 역할을 한다.1) 이를 통해서 기업은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근로시간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시간계좌를 통한 유연한 근로시간 조
정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주권(Arbeitszeitsouveränität)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2) 즉 근로시
간계좌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여가를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
어지게 된다.
근로시간계좌는 단기시간계좌와 장기시간계좌로 구분된다. 장기시간계좌의 경우 축적된 시간
가치적립분이 적게는 한 달치 급여에서 많게는 몇 년치 급여에 해당할 만큼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도산으로부터 근로시간계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
며, 이에 따라 2008년 독일 의회는 기업 도산으로부터 근로시간계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1) Hildebrandt, Eckart / Wotschak, Philip, Langzeitkonten und Lebenslaufpolitik, WSI Mitteilungen,
11/2006, S. 592.
2) Gro�, Hermann / Munz, Eva / Seifert, Hartmut, Verbreitung und Struktur von Arbeitzeitkonten, Arbeit,
3/2000, S.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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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근로시
간계좌를 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독일의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근로시간계좌의 정의 및 유형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기업들은 시장변동 상황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생산과정에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특히 근로시
간 조정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게 된다. 근로시간계좌란 이러한 근로시간의 유연
한 조정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도구로서, 소위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일종의 장부이다. 근
로자들의 개별적인 근로시간계좌에는 근로계약상의 정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간의 차이가
결산되고, 이를 통하여 근로시간 채권(Zeitguthaben)과 근로시간 채무(Zeitschulden)가 시간 단위로
기록된다. 이러한 근로시간계좌에 따른 시간가치적립분은 일정한 기간 내에 대차균형을 위해서
소멸 또는 변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시간계좌와 관련된 제반 조항들은 통상적으로 기업 내의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Betriebsvereinbarung)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근로시간계좌는 사업장별로 그 구성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단기시간계좌와 장기시간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기 및 장기시간계좌에 대해서 간
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단기시간계좌는 우선적으로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업적 혹은 계절적인 경제상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상으
로 규정된 정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근로시간계좌는 근
로시간의 연장 내지 축소를 초래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계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간(예를 들어, 12개월)으로 실시되며, 근로자들에게 시간
혹은 일(日) 단위로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변제 보상이 행해진다. 단기시간계좌의 종류에

>>

_43

는 선택적 근로시간계좌(Gleitzeitkonto), 연간 근로시간계좌(Jahresarbeitszeitkonto) 그리고 신호등
계좌(Ampelkonto)이 있다.3)

단기시간계좌와는 달리 장기시간계좌는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근로시간을 축적
하게 되며 대체적으로 정년퇴직시까지 장기간 유지되게 된다.4) 장기시간계좌는 근로기간 중에 다
양한 개별적인 목적—예를 들어 안식년(Sabbatjahr), 출산, 육아 및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 직
업교육 및 연수,5) 휴가 및 요양—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장기적으로는 노령파트
타임제(Altersteilzeit)6) 규정과 연계하여 조기 정년퇴직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단기시간계
3) 선택적 근로시간계좌는 월별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매월 말에 선택적 근로시간계좌에 대
한 변제가 실시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이란 핵심근로시간(Kernarbeitszeit)-예를 들어, 9시부터 15시까
지-을 엄수하는 것 이외의 시간, 즉 7시부터 9시 그리고 15시부터 19시까지의 시간에는 유연하게 출
퇴근 조정이 가능하다. 연간 근로시간계좌는 연별 근로시간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말에 계좌에
대한 변제가 실시된다. 연간 근로시간계좌는 특히 계절적인 경기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
로자들에게 연별 근로시간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4) Hildebrandt, Eckart / Wotschak, Philip, Langzeitkonten und Lebenslaufpolitik, WSI Mitteilungen,
11/2006, S. 592.
5) 장기시간계좌 중에서 시간가치적립분을 직업교육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좌를 소위 학습시간계좌(Lernzeitkonten)라고 한다. 이러한 학습시간계좌의 활용을 통한 근로면제권
의 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이해관계(근로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적성(근로자 재교육)과 연계
된 경우가 많다.
6) 노령파트타임제란 노령파트타임제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연령에 다다른(55세) 근로자들에게 조기 정
년퇴직 준비의 과도기로서 정규직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의 선택적인 근로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이
다. 이를 통해 정년이 가까운 근로자들은 연방노동국의 보조금을 받으며 정년퇴직시까지 자신의 주간
근로시간을 50%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erhandlungen über
Altersteilzeit ergebnislos vertagt: Neue Streikdrohungen in der Metallindustrie, 2008. 06. 10.,
http://www.faz.net/s/RubD16E1F55D21144C4AE3F9DDF52B6E1D9/Doc~E69CB078F2FF34A64BA
680A74A367E0E3~ATpl~Ecommon~Scontent.html;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Metall- und
Elektroindustrie: Die Altersteilzeit wird neu geregelt, 2008. 09. 04., http://www.faz.net/s/
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A54E147692AB44B3BD99DAC428F13A65~
ATpl~Ecommon~Scontent.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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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가 대체로 정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는 데 반해, 장기시간계좌
는 주로 유급근로면제권(bezahlte Freistellung)의 활용에 주 목적이 있다.

■ 근로시간계좌 관련 제반 법규정

근로시간계좌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들은 우선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
상의 근로시간 보호규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로시간법 제3조에서는 일일 기준 근로시간을 8시
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 동안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3조
의 규정은 유연한 근로시간 설정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법 제7조 제
1항 Nr. 1b 규정에 의해 변제기간의 연장은 단체협약상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도
상당한 근로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일 근로시간을 제7조 제1항 Nr. 1a 규정에 의거해 단체협
약에 따라 10시간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제7조 제2항 2a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고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8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근로시간계좌에 대한 도산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어 왔다. 그 이
유는 다양한 근로시간계좌 중에서도 특히 장기시간계좌는 근로면제권의 확보를 위해서 장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에 축적된 근로시간채권(Zeitguthaben)을 현금가
치로 환산하면 적게는 한 달치 급여에서 많게는 몇 년치 연봉에 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
이 도산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시간계좌의 시간채권을 상실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채권을 도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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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증대되었다.7)
근로시간계좌를 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규정은 1998년에“유연한 근로시간 설
정을 위한 사회적 보장법(Gesetz zur sozialrechtlichen Absicherung flexibler Arbeitszeitgestaltungen,
소위 Flexi-Gesetz)”
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이 법은 소위 조항법(Artikelgesetz)으로서 독일 SGB
IV(사회보험의 일반적 규정법: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의 제7조 d 규
정을 통해서 시간가치채권(Wertguthaben)을 포함하는 근로시간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도산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 d 규정에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도산으로부
터 근로시간계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에 관해 단체협약상으로 협의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그러나 어떤 수준까지 혹은 어떤 형태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도산보호 대책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벌칙규정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실익 여부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법규정들
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시간가치채권이 소멸
되는 점 또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규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독일 정부는 2008년 8월 새롭게“유연한 근로시간
규정의 보장을 위한 구조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die
Absicherung flexibler Arbeitszeitregelungen, 소위 Flexi II)”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9) 이에 따라서 앞
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장기시간계좌를 기업도산으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유연한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
별 근로자들이 시간가치채권을 기업 도산으로 인해 상실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에서 추가된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정은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7) Schietinger, Marc, Insolvenzsicherung von Arbeitszeitguthaben: Wer trägt das Risiko der
Arbeitszeitflexibilisierung?, WSI Mitteilungen, 6/2005, S. 339.
8) 도산보호책을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첫째, 도산금(Insolvenzgeld)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둘째, 근로자의 시간가치채권의 변제기간이 27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도
산보호의 범위에는 장기시간계좌만이 포함되며 단기시간계좌는 그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euer Gesetzentwurf: Neuer Pleiten-Schutz für Arbeitszeitkonten,
2008. 08. 13.,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7731607
BF6014C5AA50FAEA5239CFA10~ATpl~Ecommon~Scontent.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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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기시간계좌를 제한적으로나마 새로운 직장의 장기시간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10) 물론 이 규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가치적립을 최소 3개월치 급여에 준하는 만큼 적립한 경
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Flexi II 법안에서 개선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1)
- 가치채권의 개념 정의 보완 및 실무에 근거한 제한 요소의 변경
- 가치채권 유지에 따른 의무의 구체화
- 가치채권에 대한 도산보호 개선
- 가치채권의 제한적인 이전 가능성 도입
Flexi II 법에 의해서 변화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SGB IV의 제7조 b에서 d까지의 규정
이 전면 수정되었으며, 제7조의 e에서 g까지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우선 제7조 b는 근로시
간계좌의 시간가치채권에 관한 약정 내용, 제7조 c는 제7조 b 규정에 따라 약정된 시간가치채권
의 이용 방식, 제7조 d는 시간가치채권의 유지 및 관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근로시간계좌에 대한 도산보호 규정은 기존의 SGB IV 제7조 d에서 제7조 e로 새롭게 추가되었
다. 제7조 e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들이 제7조 b에 의거해 약정된 시간가치채권을 사용자
의 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
서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도산보호에 대한 적절한 처방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경우 제7조 b상의 약정을 즉각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제7조 e 제7항 규
정에 따라 사용자가 도산으로부터 시간가치채권에 대한 보호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근로
자의 시간가치채권을 감소시키거나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
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제7조 f의 규정을 통해서 근로
자가 현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고 이직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직장의 근로시간계좌
로 시간가치채권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0) http://www.bmas.de/portal/27190
11)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27186/property=pdf/flexi_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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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독일의 근로시간계좌는 정규 근로시간을 변경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특히 장기시간계좌는 그 특성상 장기
간에 걸쳐 시간가치채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
서 기업 도산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시간가치채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 연방정부는
새롭게 Flexi II 법안의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기업 도산으로부터 근로시간계좌를 보
호하기 위한 충분한 처방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록 하여 보다 개선된 도산보호 조치를 마련하게 되
었다. 더불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결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시간계좌
의 시간가치채권을 새로운 직장의 근로시간계좌로 제한적으로나마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안이 장기시간계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단기시간계좌는 제외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2) 노조측에서도 새로운 법규정들이 장기시간
계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근로시간계좌의 일부분만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2) Böcklerimpuls, Arbeitszeitkonten: Weitere Lücken beim Insolvenzschutz, 13/2008,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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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빈곤 및 소득분배
변화 추이에 관하여 :
1994~1995년부터 2006~2007년까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최영준 (영국 바스대학교 사회정책학과 조교수)

■ 머리말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에서는 매년 <평균소득미만가구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HBAI)>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 영국 국민들 전반적인 삶의 수준과 소득변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신노동당에 의한 사회정책의 개혁들이 영국 국민들의 실제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2008년에 출판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빈곤 및 소득분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평균소득미만가구(HBAI) 보고서 개요
HBAI는 가구원의 수와 가구 구성에 따라 균등화된(equivalised) 가처분소득을 사용한다. 균등
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며, 가구원
구성에 있어서도 아이 없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다른 균등화지수를 적용하
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OECD 균등화지수와 McClements지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HBAI에서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모든 가구의 개인들은 가구 전체 소득으로부터 균등하게 혜택
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들의 삶의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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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이나 소득분배를 연구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주거비용을 감안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가구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주거비용이 실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용을 제거하고 빈곤이나 소득분배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더 좋은 주거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
들의 삶의 질을 지나치게 저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주거비용을
더 지출하는 이들의 삶의 수준에 대해서도 저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거비용을 감안한
후 빈곤이나 소득분배를 보게 되는 경우 주거비용이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질에 비해서 높은 경우
그들의 삶의 수준을 과대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더욱 그러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HBAI에서는 가처분소득을 주거비용을 감안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들은 영국 노동연금부에서 조사하는 가족자원조사(Family
Resources Survey)를 분석하여 도출되었으며, 이 조사는 영국 전역에서 샘플링을 통하여 약 2만 6천
가구를 인터뷰하였다. 하지만, 이는 패널데이터는 아니며, 일부 조사 결과의 보완을 위해서 에섹
스대학(University of Essex)에서 조사되는 영국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가
동시에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전체 인구, 아동, 근로연령 성인, 연금수급자(노인), 그리고 장기저소득층 등 전체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빈곤 및 소득분배를 살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6~2007년 소득
분배는 낮은 쪽으로 더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을 감안하기 전 중위소득의
60% 선에 많은 개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고소득으로 갈수록 긴
‘꼬리(tail)’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림 1]과 <표 1>은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 소득분배 그리고
빈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노동당이 집권한 1997
년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서서히 떨어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하지만,
2005~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불평등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5분위 대비
1분위 소득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니계수와 같이 최근 들어 소
득분배가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주거비용을 감안
하기 전보다 감안할 경우 더욱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2006~2007년 주거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35%이지만, 감안을 할 경우에는 39%로 4% 포인
트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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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득불평등(지니계수)와 소득분배의 변화 추이

지니계수

지니계수(주거비용 전)

지니계수(주거비용 후)

5분위/1분위 소득비율(주거비용 전)

5분위/1분위 소득비율(주거비용 후)

5분위/1분위
비율
(%)

40

9.0

39

8.0

38

7.0

37

6.0

36

5.0

35
4.0

34

3.0

33

2.0

32

1.0

31
30

0.0
94/95

96/97

98/99

00/01

02/03

04/05

<표 1> 영국 전체에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에 있는 개인의 비율
현재
소득 기준

06/07

(단위 : 개인, %)

주거비용 전 (중위소득 미만)

주거비용 후 (중위소득 미만)

50%

60%

70%

50%

60%

70%

1994/95

9

18

27

15

24

31

1995/96

9

17

26

14

23

31

1996/97

10

18

27

16

25

32

1997/98

10

18

27

16

24

31

1998/89

10

18

27

16

24

30

1999/00

10

18

27

15

24

31

2000/01

10

17

26

15

23

30

2001/02

9

17

26

14

22

29

2002/03

10

17

26

14

22

29

2003/04

9

17

26

14

21

29

2004/05

9

16

25

13

20

28

2005/06

10

17

25

14

21

29

2006/07

10

17

26

15

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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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 60%, 70% 미만의 개인의 비율은 소득불평등도와
유사하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히 주거비용을 감안한 후 중위소득 60%와 70%
미만의 비율에 있어서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중위소득 60%의 경우 1996/97
년에 25%에 이르렀던 비율은 2004/05년에 2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 사이에 다시 22%로
올라갔다. <표 1>에서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중위소득 기준이 50%에서 10%씩 올라갈 때마다 거
의 10%에 가까운 인구가 소위‘빈곤/저소득층’
으로 편입되게 된다는 것이다. 주거비용 전으로 볼
때 2006/07년 중위소득 50% 미만은 전체 인구의 10%이지만, 기준을 10% 올릴 경우 7% 인구가
더 편입되며, 10%를 더 올릴 경우 전체 인구의 1/4가 속하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
은 인구가 중위소득 60% 전후에 많이 몰려 있음을 반증한다.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눌 때 최하분위 저소득층에서는 국가로부터의 공적이전이 소득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4개 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분위에 속한 계층은 50% 이상이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
인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되지 않는다. 2분위 계층 역
시 약 30% 이상이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공적
연금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소득분위 별 소득구성 현황 (주거비용 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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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득분위별 가구구성 (주거비용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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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가구구성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확연히 발견되는 두 가지 사실은 한부모일 경우
빈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면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 4분위/5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수급자 단독가구, 즉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최저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연금수급자 부부의 경우 각 분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중산층인 3~4분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각 가구구성별 중위소득 60% 미만에 속한 비율과 흐름을 보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여전히 한부모 가구의 중위소득 60% 미만 비율이 제일 높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비율은 45% 이
상에서 35%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가구 구성상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
는 아이 있는 부부 가정의‘빈곤 확률’
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연금수급자 가구들의 비율 역시 다
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부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여성 연금수급자 단독가구
의 경우 30%에서 25%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최근 오르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가구들
에 비해서 아이가 없는 가구들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주요 인
구집단의 소득과 빈곤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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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가구구성별 중위소득 60% 미만 비율 (빈곤위험률, 주거비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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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집단별 소득과 빈곤-아동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위소득 일정 미만에 있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이 발견된다. <표 2>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노동당 집권 이전까지 서서히 올라갔으나 1998~99년을 기점으로 서서
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영국 전체에서 보여지는 추세와 같이 최근 들어 다시 비율이 다소 올라갔
다. 2006~2007년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일수록 최하 2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제일 높은 5분위에 속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빈곤위험률이 줄어들고는 있지
만,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동일수록 양 부모를 둔 아동에 비해서 빈곤확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부모가 전일제로 근무할수록, 그리고 한 가구 내에 아동의 수가 적을수록 빈곤확률이 적은 반면,
부모가 일을 하지 않거나 아동이 3명 이상이 될 경우 빈곤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부모가 영국 내 소수인종일수록, 특히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의 부모일 경우, 아동이 장애
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런던에 거주할수록 빈곤∙저소득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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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 전체에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에 있는 아동의 비율
현재
소득 기준

(단위 : 개인, %)

주거비용 전 (중위소득 미만)

주거비용 후 (중위소득 미만)

50%

60%

70%

50%

60%

70%

1994/95

11

23

34

20

31

39

1995/96

11

22

34

19

31

40

1996/97

12

25

35

23

33

41

1997/98

13

25

35

23

32

40

1998/99

13

24

35

23

33

40

1999/00

12

23

35

22

32

40

2000/01

11

21

33

20

30

39

2001/02

10

21

33

19

30

38

2002/03

10

21

32

19

28

38

2004/05

10

20

32

17

27

37

2005/06

11

20

32

19

29

38

2006/07

12

21

32

19

29

38

근로연령대에 있는 성인의 경우 아동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 빈곤/저소득에 처할 가능성은 매
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지난 10년간 중위소득 일정 수준 미만에 있는 확률 역시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주거비용을 감안한 경우나 감안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중위소득 수준을 50% 혹은
70%로 계산한 모든 경우에서 1994~1995년과 2006~2007년 사이에 약 1~2%의 변화만을 보였
다. 근로연령대 성인의 경우 4분위와 5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들과
함께 사는 성인의 경우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성인에 비해서 저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가 있는 한부모의 경우 약 70%가 1분위 혹은 2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자리가 없을수록,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을수록 저소득이 될 가능
성이 높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약 30%가 중위소득 60% 미만에 속한다고 분석
되었다. 또한 소수인종에 속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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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전체에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에 있는 근로계층 성인의 비율
현재
소득 기준

주거비용 전 (중위소득 미만)

(단위 : 개인, %)

주거비용 후 (중위소득 미만)

50%

60%

70%

50%

60%

70%

1994/95

8

14

21

14

20

25

1995/96

8

14

20

13

19

25

1996/97

8

15

22

15

21

26

1997/98

8

15

21

14

19

24

1998/99

8

14

21

14

19

24

1999/00

8

14

21

14

20

25

2000/01

9

14

21

14

19

24

2001/02

8

14

20

13

19

24

2002/03

9

14

21

14

19

24

2003/04

9

14

21

14

19

24

2004/05

9

14

21

13

18

24

2005/06

9

15

21

15

20

26

2006/07

9

15

21

15

20

26

■ 인구집단별 소득과 빈곤-연금수급자
연금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50% 미만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70%에서는 상당
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997~98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
만, 이후 꾸준히 변화를 보여서 주거비용을 감안한 수치로 중위소득 60% 경우 28%에서 18%로,
70%의 경우 39%에서 30%로 떨어졌다. 연금수급자 부부의 경우 독신에 비해서 저소득이 될 확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인종일수록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
위소득 60% 미만의 연금수급자 중에서 개인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는 비율은(주거비용후) 40%
로서 전체 평균 70%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에서의 경제적 상태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반영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56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표 4> 영국 전체에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에 있는 연금수급자의 비율
현재
소득 기준

(단위 : 개인, %)

주거비용 전 (중위소득 미만)

주거비용 후 (중위소득 미만)

50%

60%

70%

50%

60%

70%

1994/95

10

22

37

11

27

40

1995/96

10

22

36

10

26

39

1996/97

11

22

36

12

28

39

1997/98

12

23

37

13

27

38

1998/99

12

24

38

13

27

38

1999/00

12

23

36

12

26

37

2000/01

11

22

35

11

24

36

2001/02

11

23

35

11

23

37

2002/03

11

22

35

11

22

37

2003/04

10

21

33

10

20

34

2004/05

9

19

32

8

17

29

2005/06

9

19

30

9

17

29

2006/07

11

21

32

10

18

30

■ 인구집단별 소득과 빈곤-장기빈곤층
영국에서 장기빈곤층은 4년 중 3년 이상을 중위소득 60% 미만에 머물렀을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장기빈곤층은 지난 10년 동안 서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보다 주거비용을 감안한 경우 줄어드는 비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
당 집권 이전 시기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들었다. 특히 이러한
장기빈곤층의 감소는 연금수급 계층과 아동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5]를 보면,
근로연령 계층의 장기빈곤율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1997년 이래로 17%에서 11%로, 연금수급 계층의 경우 20%에
서 15%로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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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난 4년 중 최소 3년 동안 일정 소득 미만에 머물렀던 개인의 비율
1991~1994

1993~1996

1995~1998

1997~2000

1999~2002

2001~2004

2002~2005

주거비용 전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12

11

11

12

11

10

9

중위소득 70% 미만

20

20

20

20

20

19

18

주거비용 후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15

15

15

14

13

12

11

중위소득 70% 미만

23

22

22

21

21

20

19

[그림 5] 계층별 장기빈곤층의 변화 (주거비용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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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지난 10년을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분배나 빈곤율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였다고 단정하기는 힘
들다. 특히, 노동당 정부가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시하고‘사회적 배제’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
였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변화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일부분 개선되던 소득분배나
빈곤율도 최근 들어서 다시 악화의 기미를 보이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영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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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사회정책이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최저소득 보장’
에 초점이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소득분배의 변화가 영국 사회정책 목표를 평가하는 주 수단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노동당이 가장 중요한 정책 집단으로 삼았던 아동과 한부모 가정에서 뚜렷한 긍정적 변화들이 발
견되고 있으며, 연금크레딧 등으로 노인빈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일부
분 긍정적인 반응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는 악화되는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국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노동당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2008),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1994/05-2006/07,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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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 (2)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2002년 1월 이후로 프랑스 노동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이다.1)
주 35시간 근무제는 그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대상 1순위의 자리에 오르곤 했지만, 그
상징성을 토대로 한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의 주 35시간
근무제에 대한 고민은 대체적으로 법률 조문 자체에는 손대지 않은 채, 주변 관련 정책들을 통하
여 그 내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르코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난 8월 20일자「사회민주주의 혁신
2)은 결국 주 35시간 근무제의 실질적인 철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

평가를 받고 있다. 동 법률은 기존 노사협약, 특히 기업단위 협약에 근로시간 관련 사항들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전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에서는 배경이 되는 프랑스 근
로시간법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번 법률의 내용과 헌법위원회의 결정문을 검토해 보도록 하
겠다.

1) 노동법전 L.3121-10조, 근로자의 실질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으로 한다.
2) Loi n�2008-789 du 20 août 2008 portant rénovation de la démocratie sociale et réforme du temps
de 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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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5시간제의 도입과 프랑스의 근로시간제
1997년 가을부터 시작된 프랑스 정부의 근로시간 감축 관련 입법정책은 1998년3) 및 2000년4)
도 소위 Aubry I, II 법에 의해 그 성과를 거둔다. 이 두 개의 법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제시하는
데,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제 개혁에 대한 법적 규제와 다른 한편으로 실질 근로시간의 협약적 감축
을 위한 기본 시스템 마련이 그것이다. 즉 주당 35시간 근무 원칙을 확립하고, 추가근로시간 보상
관련 규정, 파트타임 근로관련 규정, 실질 근로기간 개념의 도입 등, 노동법전상의 조문을 개정하
였고, 이들 규정들이 각 기업의 관행으로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또는 산별단위 교섭
의무, 재정적 유인 마련, 교섭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위임장치 마련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후, 2003년도 소위 Fillon법5)은 원칙적으로 2000년도 법률을 보다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마련
되었고, 이 법률이 현재 프랑스의 근로시간제 법규정의 근간이 된다. 동 법률에 따른 현재 프랑스
의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추가근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당 35시
간을 넘거나 연간 1,607시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단위나 산별단위 협약에
서 별도의 가산율(10%에 미달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추가근로시간의 첫 8시간은
25% 임금 증액, 그 이상은 50%의 임금 증액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기업이나 산별단위의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간 220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의 허가가 필요하고 기업위원회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도 내에서 행해진 실질 근로시
간은 근로자수가 20인을 넘는 경우 의무적인 보상휴게권이 발생된다. 또한 추가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주당 41시간째부터 50%가 인정되며, 그 이상의 경우 20인 이하 기업에는 50%, 20인 초
과 기업에는 100%의 비율로 기산된다.6)
한편, 지난 해 사르코지 정부의 소위 Tepa 법7)은 추가근로시간에 의한 임금에 면세 혜택을 주고

3) Loi n�98-461 du 13 juin 1998 d’
orientation et d’
incitation relative à la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4) Loi n�
2000-37 du 19 janvier 2000 relative à la réduction négociée de la durée du travail.
5) Loi n�
2003-47 du 17 janvier 2003 relative aux salaires, au temps de travail et au développement de l’
emploi.
6) 노동법전 3편 1장 근로시간, 휴게및휴가 L.3111-1 이하 관련규정 참조.
7) LOI n�2007-1223 du 21 août 2007 en faveur du travail, de l’
emploi et du pouvoir d’
a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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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 관련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상 35시간제를 유명무실화시키는 이번 법률이 등장한 것이다.

■ 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8월 20일자 법률

동 법률 근로시간 파트8)에 관한 정부의 입법 목적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법률상의 근로기간제
의 기본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고 단체교섭에 좀더 힘을 부여하는 유연성
제공’
을 그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휴식시간이나 최대 근로가능시간, 추가근로시간과 그 임금 가
산율 등의 법률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나 사실상 단체협약 특히 기업단위 단체협약이 커다란 자율
성을 갖게 되었다.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제 관련 내용 중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근로시간 및 보상휴게 관련

주당 35시간에서 최고 48시간까지 가능한 현재의 법정 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간
추가 가능한 근로시간(contingent annuel d’
heures supplémentaires)의 결정에 있어 각 기업단위 협
약이 산별단위에 대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들 노사협약은 가능한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관
련 조건들과 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어졌던 보상휴게의 성격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다. 또한 추가가능한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에 필요했던 근로감독관의 승인 규정이 삭제되었
다(법률 제18조의 I).
한편, 노사협약은 추가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동등한 가치의 보상휴게로 갈음할 것
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노조대표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기업위원회나 종업원대표의 반대가 없을
때 이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의 III).
8) 법률 제18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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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시간 관련

노사협약은 근로시간 변경 관련 조건이나 예고기간 등 근로시간의 조정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
할 수 있다. 또한 업무량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근로시간의 연
단위 산정 관련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연단위 산정을 위해서 협정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법률 제20조의 I).

지난 7월 25일, 프랑스 사회당, 공산당 및 녹색당의 의원들은 동 법률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하였
다. 이들은 특히 근로시간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제18조가 노사협약에“추가근로의 연간 정
량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관련한 모든 조건들을 휴가형태의 급부가 시행되는 방법”
과 함께 일체
위임하고,“의무적 보상휴가에 관련된 노동법전의 조항들을 삭제”
했다는 점에서, 법률이 근로권
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민건강
권을 규정한 1946년 헌법 전문 11항에 비추어, 의무적 보상휴게의 삭제는“사회 기본원리의 본질
적인 수정”
이므로 단체협약이 없을 때 행정명령에 이를 맡기는 것은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련된
헌법적 요청의 법적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8월 7일 결정문9)을 통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였다.
우선, 연간 추가 가능한 근로시간을 넘어 행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 형태의 보상에 관해 동 법
률 제18조가 모든 초과근로에 대한 휴게 형태의 의무보상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최소 기간이나 보
상이 행해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삭제하였음에도 입법자는 이것이 교섭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4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영역을 위반한 것으로서 결국 다
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기간”
까지 단체협약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별도로 제18조 4문단에서 2010년 1월 1일에 새로 시작될 교섭들을 위하여 추가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들어 있는 현재 협약의 효력을 2009년 말까지로 한정시킨 것은, 몇 백만명의 근로자
9) Décision n�
2008-568 DC du 7 aoû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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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삭제는 그 새로운 교섭의 균형에 영향을 주며,
당사자들이 이전 협정을 체결하며 예상했던 효과 외의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을
선언하며, 이들 두 가지 외에 다른 조항들은 문제 없음을 밝혔다.

■ 평가 및 전망
사르코지 대통령의 고용정책에 관련한 주요 슬로건이‘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버는’것이었던
만큼, 어떻게든 근로시간제에 대한 손질이 있을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다. 실제로 사르코지 정부가
가장 먼저 진행한 고용분야 개혁정책이 바로 작년 Tepa법에 의한 추가근로시간 관련 정책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법률은 명백하게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 노선상에 존재한다. 게다가 법률의
일부 조항 외의 본질적인 내용이 모두 헌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상 정부의 정책 추진은 더
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1/4분기 동안 근로자들에 의해 행해진 추가근로시간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했다. 정부는 이것이 작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Tepa법의 효과라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주장하였다.10) 그러나 단순한 근로시간의 증가와 고용시장의 총체
적 문제 해결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는 프랑스의 고용위기가 다시 한번
지적되고 있는 만큼11), 좀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법률 제정 과정에 있어 정부의 태도도 문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2007년
도 사회적 대화 현대화에 관한 법률12)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법률안 작성에 있어 노사 양측의 합

10)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www.premier-ministre.gouv.fr/chantiers/travail_859/les_heures_
supplementaires_1276/les_heures_supplementaires_hausse_60533.html 참조.
11) 실업률의 기준이 되는 고용센터(ANPE)에의 구직자 신규 등록수가 8월 한 달 간 41,300명에 이르렀
다. 이는 월별 통계기준 199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르몽드> 9월 29일자,“Forte hausse du
chômage en pleine crise du pouvoir d’
achat,”참조.
12) Loi n�
2007-130 du 31 janvier 2007 de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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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나 이번 법률안 작성 과정에서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동 법률안은 당초 지난 4월 10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서명한‘공동
입장(la Position commune)’
의 입법화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법률안 중 노동
조합 대표성에 관한 내용은 위 공동 입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제 관
련 사안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 정부의 의지대로 법안이 작성되었
다.13)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사용자 측도 훨씬 유리하게 바뀐 내용에도 불
구하고 마냥 환영의 뜻을 나타낼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14) 더군다나 이번 공동 입장은 프랑스의
양대 노조 CGT 및 CFDT가 처음으로 합의에 도달한 문서로서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
를 가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 정부의 이번 법률 제정은 앞으로 노사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
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가 사회적 대화 체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면서
까지 이번 법률 제정을 강행한 것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고,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 즉 공동 입장의 제17조는 추가근로시간의 한도를 넘기는 것에 대해 다수의 합의로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시험적 방식’
을 통해 기업에 이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놓은 데 반해, 정부는 한 걸
음 더 나아가 이를 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보상휴가나 연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이 가능성을 열어
놓아, 결국 근로시간제 자체에 기업단위의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14) <르몽드> 5월 29일자 참조, 프랑스 사용자단체인 Medef는 법안 발표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환영 입
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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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PO-ITES 산업에서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조합 결성과 한계
국제노동동향 ⑤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1990년대 이후부터 인도는 아웃소싱 산업의 적격지로 여겨졌다. 인도는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영어 사용 국가라는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특히 인건비가 낮고 아
웃소싱을 제공하는 업체와 시차 면에서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결
과 인도는 BPO(비지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ITES(IT기반 서비스 산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
내게 되었다.
NASSCOM & 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인도는 전 세계 BPO-ITES 산업의 1/6을
차지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BPO-ITES 산업의 규모는 1,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인도의 BPO-ITES는 2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BPO-ITES 산업에서의 고
용창출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0년대 말 40만 명의 인도 청년층이 이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 되었다. 2008년에는 인도는 이 산업에서 110만 명의 직접 고용과 50만 명의 간접고용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BPO-ITES 산업에 대해 청년 실업해소와 외화 획득에 기여하
는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도 학자들은 BPO-ITES 산업이 인도 근로자
를 착취하고 이들을‘사이버 노예’
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들 산업 근로자들을 보호해 줄
노동조합의 활동이 미비한 상태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글에
서는 인도의 BPO-ITES 산업에서의 노동조합 현황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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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는 핵심 부분을 제외한 업무 처리나 운영 과정의 일부를 외
부 업체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개발의 향상을 가져와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 BPO 산업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리 과정, 인력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은 보통 웹 브라우저를 매개로
고객과 연결된다. BPO는 아웃소싱 산업의 일부로 정보통신에 의존하고 있어, ITES(Information
Technology Enabled Services)로 불리기도 한다.1) 1990년대 이후부터 인도는 이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인도는 영어 사용 국가이면서 인건비가 낮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가
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 BPO-ITES의 적격지로 선호를 받
고 있다. NASSCOM3)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이 분야에서는 2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 회계연도에는 24%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이
면에서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도 일부 학자들은(Pratul Bidwai &
Chetan Bhagut) 이 분야가 웹을 통해 고용된 청년층 노동력을 착취하여‘사이버 노예’
로 전락시
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분야는 몇 년 전까지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분야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들이 보
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BPO-ITES에서의 노동조합의 결성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산업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시도된 것은 2000년이었다. 2000년 콜센터(Call Centre)를 중심
으로 노조 가입을 위한 활동과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2000년 11월 19일 UNI(The
1) http://en.wikipedia.org/wiki/ITES
2) Ibid.
3) NASSCOM -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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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Network International)의 지원으로 조합 구성이 시도되었으나 노동조합 성격의 단체를 구
성하지 못하였다. 이때 창립된 ITPF(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Forum)는 BPOITES 산업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카르나타가(Karnataka) 주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얻은 단체이지
만,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로 등록되었다. ITPF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 단체
가 BPO 산업에서 어떠한 노조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Sinha(2004: 12)4)는 ITPF 회원들은 향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노조 가입
을 꺼리고, 그 결과 ITPF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회단체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2000년 노동조합 결성 실패 이후, 2004년에 다시 한번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있었다. 2004년
7월 UNI의 지원으로 CBPOP(Centre for BPO Professionals)가 인도 남인도 하이데라바드와 뱅갈
로르 지역에 설립되었다. CBPOP는 소규모 노동조합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9월 UNITES가 주
요 산업 도시인 뭄바이에서 결성되었다. 초기 UNITES 역시 노동조합에 관심을 보이는 근로자가
적었다. Sandhu(2006)는 이에 대해 BPO 산업 종사자들이 화이트칼라이기 때문에 기존의 블루칼
라들의 단체로 여겨지는 노동조합 가입을 꺼린다고 분석하였다.5)
BPO-ITES 분야에서의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NASSCOM은 이들 산업 근로자에 대한 조사
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NASSCOM은 BPO-ITES 산업의 노동조합 결성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좌절시킨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6) 이 보고서는 신흥 산업에서
의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은 이들 산업 고객을 인도에서 몰아내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2004년 BPO-ITES 산업에서는 CBPOP를 선두로 몇몇 노동조합
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의 노동조합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4) Sinha, Pravin(2004),“Dilemma of Organising IT Workers: The Case of India,”Union Network
International, http:// www.union-network. org/uniapron.nsf/0/ 0978058ebdc9a485c1257035003fb65c/
$FILE/Dilemma%20of%20Organising% EPW4322.
5) Sandhu, A(2006),“Why Unions Fail in Organising India’
s BPO-ITES Industry,”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40 ct: 4319~4322.
6) Sarkar, Santanu(2008),“Trade Unionism in Indian BPO-ITeS Industry- Insights from Literature,”The

Indi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4(1), pp.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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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OP(Centre for BPO Professionals) 7)

- 설립 : CBPOP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노동연합체로 2004년에 하이데라바
드에서 시작하여 뱅갈로르에 제2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출범 당시 가입 회원은 약 1,000명이
었으나 점차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 조합원 수 : 약 5,000명
- 활동 : CBPOP는 콜센터 종사자의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불안정한 이 분야 노동시
장에서의 고용 가능성과 적응력 유지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조합원간에 연결망을 제공한다. CBPOP는 BPO산업 종사
자의 상담 센터로서 설립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구성과 활동을 지향한다. 인도
CBPOP는 국제적인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BPO 산업 근로자에게 고용 가능성과 적응력 확
보를 위해 노력하며, 미래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기술향상을 돕는다.

UNITES (Union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Enabled Services) 8)

- 설립 : UNITES는 2005년 CBPOP의 영향을 받아, IT와 ITES 전문가들의 노동조합으로 뭄바이
에서 창립되었다. 이 조합은 INTUC(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에 소속되어 있다.
- 조합원 : 8,000명
- 활동 : UNITES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치를 둔다. UNITES
는 근로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청년층, 가족 및 단체 변화의 중간자 역
할을 수행한다. UNITES는 BPO 부문에서 강한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여 전 공동체의 향상을
가져오도록 한다. UNITES는 청년 조합원의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보편화하

7) CBPOP 신문 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8) UNITES 홈페이지(http://www.unitespro.org)와 신문 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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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합 활동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리더십 트레이닝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 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UNITES는 자체 미디어 개발 및 관리를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개방적인 토의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UNITES는 정당 활동에 연루되지 않아 노동조합
본연에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원 수가 적어 개별 노동조합으로 활동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WBITSA(West Bengal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ssociation) 9)

- 설립 : 2006년 WBITSA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하는 웨스트 뱅갈(West Bengal) 지역의 IT 및
ITES 종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합은 CITU(The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에
소속되어 있다.
- 활동 : WBITSA연합은 서비스, 사회, 복지, 교육 등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IT 및 ITES 종사자들
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며, 이들의 조합원 가입을 권장한다. WBITSA연합은 IT 분
야의 문제로 지적되는 근로계약서 부재 및 불충분, 직장보험 미비, 파견직 형태로 있어 고용
지위가 불안한 상태 등을 감시한다. WBITSA는 일부 주에서 이 분야 노동조합 등록이 가능하
도록 법률을 수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도 BPO-ITES 산업의 노동조합은 비교적 최근에 IT산업이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
기 시작하였다. 조합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 BPO-ITES 산업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성격
과 일반 사회단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국제적인 경쟁 상태에 있는 이 분야 노
동시장의 특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과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위
한 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조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조합원이 적고 조합에 관
심을 갖는 근로자도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고용주와의 단체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
을 수밖에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다음에서는 BPO-ITES 분야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9) WBITSA 홈페이지(http://www.wbista.org)와 신문 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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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

인도 정부는 1990년 이전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도입을 연기해 왔다. 1990년을 기점으로 산
업 전반에 대한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인도 정부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자 인도 정
부는 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뱅갈로르 전자도시 건설과 하이데라바드
첨단 기술 도시 건설을 발표하여 1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2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하
이테크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들 지역에 국제통신 비용을 낮춰 경쟁력 확보에 노
력하고 있다.
개발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인도 정부는 CIT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
종 법률 및 규제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경영친화적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금
융과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던 인도 정부는 BPO-ITES 업무를 제공하는 기
업이 해외 기업인 것을 고려하여 점차 규제를 완화하였다. 해외 기업의 80~100%까지 단독투자
를 허용하고 있으며, SEZ 지역의 경우 관세를 대폭 낮추었고, IT 관련 분야의 노조활동을 금지시
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조활동은 주 고객이 되는 다국적 기업의 인도 진출을 꺼리게 만들
어 인도 전체 국익에 반한다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10)

BPO-ITES 산업은 산업 특성상 노조활동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이들 산업 종사자
들은 업무 시간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근간이
되었던 협동심에 기초한 작업 활동 및 제조업에서의 동류 의식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10) Sarkar, Santanu(2008),“Trade Unionism in Indian BPO-ITeS Industry- Insights from Literature,”The

Indi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4(1), pp.72~88.

>>

_71

BPO-ITES 산업에서의 인사관리 방식은 이 산업 종사자의 파편화를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
다.11) 이들 산업에서는 파견근로자 사용으로 조직 내의 근로자들을 분절시킨다. BPO-ITES 기업
내에서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와 인간 중심적 가치를 표방하는 경영은 근로자의 계급의
식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12) 또한 기업 내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전문성을 부각시켜 노동자
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 결과 근로자 간의 연대성 형성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13)

경제 개방 이후 인도의 세계 경제 시장 편입으로 새롭게 부각된 영역에서 고용을 통해 형성된
중산층은 인도의 세계시장 편입으로 이득을 본 계층이다. 이들은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서비스업
계통에 종사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형성하였고, 자신들을 중간 계층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에게 기
회를 가져다준 글로벌 자본과 기업에 대해 호의적이다. 반면 이들은 개방 이전 문제로 지적되었던
저성장과 파업활동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14) 이들은 기존의 제조업 종사자와 달리‘깨끗한 환
경에서 깨끗한 옷을 입는’화이트칼라로 계층 상승을 지향한다.15) 이들은 해외 관련 업무에 치중
되어 있으며, 업무로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16) 이러한 측면에
서 이들은 직장 내의 청소, 운반 배달 업무 등의 단순업무 직원과 구별된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노동조합 주동세력이던 제조업 중심의 블루칼라들과 구별된다.
가정에서 이들은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지원을 받았고, 금전적 지원에 대한 압박이 있다. 이들은
전문직을 얻기 위해 소비되었던 교육비의 환원과, 조혼으로 인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압박을 받

11) Babu P. Ramesh(2004),“Cyber Coolies’in BPO-Insecurities and Vulnerabilities of Non-Standard
Work,”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5(5), pp.492~497.
12) Ibid.
13) Sandhu, A (2006),“Why Unions Fail in Organising India’
s BPO-ITES Industry,”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40, pp.4319~4322.
14) Ibid.
15) Ibid.
16) Sarkar, Santanu (2008),“Trade Unionism in Indian BPO-ITeS Industry- Insights from Literature,”
The Indi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4(1), pp.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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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직장 고용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조가입 및 활동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17)

197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은 전 산업에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고, 인도 역시 예외는 아니
었다. 인도는 1990년대 이후부터 섬유 계통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며 필연적으로 인도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개방정책 실시 이후 인도 정부는 친노조 입장에서 경영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산업에서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한 제조업이 쇠퇴한 반
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정치∙경제∙사
회∙법률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갔고,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
화는 고용지위의 불안을 가져왔다. 그 결과 인도 노동조합은 리더십은 약화되어 갔고, 주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외부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 분야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였
다. 노동조합은 최근에 형성된 BPO-ITES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BPO-ITES 직종
근로자인 젊은 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
패하였다.18) 최근에 형성된 BPO-ITES 산업 노동조합들의 지도층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
기하고 있으며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19)

■ 맺음말
세계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도 BPO-ITES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산업에 성장에 비해 이 분야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CBPOP(2005)
17) Ibid.
18) Sandhu, A(2006),“Why Unions Fail in Organising India’
s BPO-ITES Industry,”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40, pp.4319~4322.
19) http://www.wbis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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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BPO-ITES분야 종사자의 직무 만족에 관한 보고서」
에 따르면 BPO-ITES 종사자의 50%가
현재 직장과 업무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위에
대한 불안감과 고용 지위의 불확실성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이 분야 평
균 근속연수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PO-ITES 산업의 노동조합 옹호론자들은 이들
산업에서의 노동조합 활성화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더구나 노동조합을 통한
국가간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화를 통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BPO-ITES 산업은 해외 기업과 연결됨으로써 노동조합 간의 대결 양상을 띠게 된다. 본사 노동
조합에서 해외 근로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 인도 BPO-ITES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다
국적 기업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20)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직장에 대한 만족
함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본국 노동조합이 실업에 대한 우려로 해외 아웃소싱을 반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대국인 인도는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결국 일
자리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노동조합 옹호론자들은 경고한다.
인도의 신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BPO-ITES 산업은 청년층에게 고임금의 매력으로 청년
층 근로자를 흡수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측에서는 BPO-ITES 산업의 노동조합 활동은 국익에
반하며, 근로자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고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잠
재우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노동조합 결성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
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업무에 대한 불만족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고
용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에서의 향후 노
동조합 활동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 Bain, P & Taylor, P(2008),“No Passage to India? Initial Responses of UK Trade Unions to Call Center
Offshoring,”Industrial Relations Journal 39(1),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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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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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공존
국제노동동향 ⑥ - 중국

방혜정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9월 19일 중화전국총공회(
상황(

: 이하 총공회)는‘월마트각분점단체협약추진
)’
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중국에서 영

업중인 월마트 108개 분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월마트 노조
설립 성공 이래, 다시 한번 크게 고무된 총공회는 이번 성과가 중국에서 영업 중인 세계 500대 기
업에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자기업의 대명사인 월마트와의 힘겨루기와 타협 진행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노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총공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선두주자, 월마트
월마트는 전 세계 14개국에 7,262개의 분점을 열고, 19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6
년 3,449억 달러의 매출 실적을 올린 세계적 대형 소매상이다. 이런 월마트를 미국의 <포춘>지는
2001~2003년 3년 연속 세계 500대 기업 중 1위로, 2002년과 2003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
는 기업으로 선정했다. 월마트중국(

)은 선전(

)에 본부를 두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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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베이징에 최초의 분점을 개장한 이래 현재 중국 53개 도시 108개(3개의 Sam’
s Club과 2개
의 Neighborhood market 포함)의 분점을 통해 7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2002년 선
전으로 월마트아시아본부와 월마트전세계상품조달센터(

)를 옮겨, 매년 200

억 달러 이상의 중국 상품이 이곳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월마트중국에서 판매되는 95%의 상
품이 중국산이다. 2007년 월마트중국은 토착 유통업체인 하오여우뚜어(

)의 108개 분점 중

27개를 2억 달러(15억 8천 위안)에 사들여, 중국에서의 사업확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월마트중국의 노조게이트
월마트는 창립 이래 노조를 두지 않는 기업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2000년 미국 텍사스 주 한 분
점의 육제품 코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노조와 2004년 월마트캐나다의 한 분점이 식품상업
노동연맹(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과 함께 설립한 노조도 결국 월마트의 포장육 판
매와 영업점 폐지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월마트의 이러한 반노조 정서가 중국에서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2004년 10월 총공회의 세계 500대 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 노조설립 요구를‘관
례 없음’
의 이유로 거절하면서 중국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다. 총공회의 지속적 요구와 언론의 비
난에 11월 24일 최초로 공개적 대응을 보인 월마트중국은 중국의 노조법 제2조에 근거하여“노조
는 직원의 자율적 결합에 의한 근로자 조직으로, 본사는 직원들의 노조 설립 요구를 받은 적이 없
어 중국의 상관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중국의 법률에 따라 엄격히 사업을 한다”
고 발표하였
다. 월마트의 중국 법제에 대한 멸시와 총공회의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월마트중국의
문제는 단순한 노조 설립이 아닌, 중국 관련법제의 효율성과 총공회의 능력을 함께 시험하는 중국
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확대되었다.

■ 그림자 노조의 변화 모색
2004년 4월 2일 <21세기경제보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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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의 기업에 노조가 설립되어 노조 설립률이 33%에 그치고 있다. 2004년 10월 노조법의 실행
)을 조사 발표한 총공회는, 월마트, 코닥, 삼성 등의 세계적 외자기

상황(

업에 노조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을 외자기업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 미비
한 중국법규, 발전 중심적인 지방정부의 비협조 및 노조의 인식부족과 약한 활동력으로 분석했다.
사회의 변화에 대응책을 모색하던 총공회는 2003년 농민공 문제와 2004년 외자기업 문제를 중심
으로 적극적 노조 설립을 통해 노조 무용론과 노조와 기업의 대립론을 불식하고자 하였고, 2005
년 5월 1일 총공회 80주년 기념행사에서“노조 설립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철저히 실현한다
(

，

)”
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 총공회의 와신상담

개혁개방과 3개 대표론으로 대표되는 중국사회의 새로운 상황은 총공회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실천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때마침, 농민공의 권익 침해 문제가 월마
트중국이 대표하는 외자기업 문제와 맞물려 불거지면서, 유명무실하던 중국 노조관련 법규들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 제3조에 따르면, 중국 국경내의 기업, 사업단

-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

위, 기관 중 임금수입을 주요 생활근원으로 하는 육체 및 정신 근로자들은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종교신앙,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노조를 설립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막거나 제한할 수 없다.
- 중국공회장정(

)은 또한 중화전국총공회가 각 지방노조와 각 산업노조를 대표하

는 조직으로, 일체 다른 민간 자율 노조조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성 노조 조직들은
반드시 총공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외자기업법(

) 제13조에는 외자기업의 근로자는 법에 근거해 노조를 조직, 노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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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개하여 근로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노조에 필요
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2001년 4월 수정 발표된 외자기업법실시세칙에 따르면, 외자
기업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반드시 노조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상기 법률을 기초로, 총공회는 중국 내 외자기업에서의 노조 설립이 총공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규칙의 마련과 실천에 박차를 가하였다. 총공
회는 당시 주강삼각지에 집중 분포되어 있던 9,500만여 명에 이르는 농민공을 노조원으로 가입시
켜, 조화사회 건설의 기본이 되는 사회안정과 발전 과정에서의 총공회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
다(2003년 8월 7일,

). 외자기업들의 비협조에

대응해, 총공회는 2004년 11월 16일 각종 소유제 기업과 사업단위 및 기관의 근로자들의 노조가
입에 관한 통지(

)를 반포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호적, 고용방식, 근로시간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외에도 기층노조 강화를 위한 결정(
원 발전을 위한 장려방법(

), 노조 설립과 노조
) 등 기업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공회의 지도성 세칙하에, 각 지방총공회는 노조 설립 절차의 간편화, 상급노조의 지원강화, 해
직된 근로자 구제, 노조 경비 확보를 위한 준비금 마련 등 실제 노조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법규와
지원대책들이 마련되었다.

2005년 7월 4일 폐막된 중화전국총공회 제14기 6차 주석단회의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노
조 발전 과정을 견지하는 결의(

)를 채택하였다. 1993

년 장쩌민이 제기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노조의 새로운 길은 2003년 후진타오가 중국노조가 직면
한 새로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임무를 실천하는 중요 지침으로 강조하면서 함께 발전
하였다. 2001년 수정된 노조법을 통해, 노조의 기본 직책이 근로자의 합법권익 보호임을 명확히
밝힌 총공회는 어떠한 노조를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는 시대적 물음에 대한 대안을 중국특색 사
회주의노조의 길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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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는 노조의 쇄신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며, 7가지 기본적인 지도이념을 확실시하였다. ①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론을 중요사상 지도이념으로 삼는다. ② 중국공산당의 노조 지도를 지속
적으로 받아들인다. ③ 당과 국가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복종한다. ④ 근로자의 합법권익을 지속적
으로 표현하고 보호한다. ⑤ 근로자계급과 노조의 단결과 통일을 견지한다. ⑥ 독립 자주적인 노
조의 대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⑦ 노조의 이론 쇄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당과 정부의 제도 보장하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 기구로서의 총공회의 정체성을 명
확히 함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쇄신과 사업 발전을 강조한 총공회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노
조의 길은 사회주의노조의 특색을 유지하며, 총공회와 세계 기타 노조와의 공통점을 보편화하려
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10월 24일 상하이 시가 월마트중국의 상하이 투자를 거절
하면서 본격화된 총공회의 월마트중국 길들이기는 총공회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노조를 현실화하
는 첫 사업 목표가 되었다.

■ 사면초가의 월마트

1994년 홍콩에 상륙한 월마트는 상품 종류와 지역 선정의 실패로 2년 후 철수한 후 인도네시아
로 진출하였으나, 1997년 폭동으로 다시 인도네시아에서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과 일본
및 한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월마트는 결국 2006년 5월과 7월에 한국과 독일에서 각각
철수하였다.

월마트는 1992년까지 꾸준히 본국인 미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왔었다. 그러나 세계화와 함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방글라데시에 생산공장을 차린 월마트는
1990년대 중반 5만여 명의 아동노동력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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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미국 21개 주 60개 월마트분점 불시 검색에서는 불법 이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
이 드러났고, 2004년 1월에는 뉴욕타임스 기자에 의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휴식과 식사 시간을 침해하는 사실이 폭로되는 등, 월마트의 저가정책과 노동력 착취가 연결
되어, 2006년 2사분기 월마트의 이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26%의 하락을 보였다.

타국에서의 시행착오와 대내외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월마트의 중국 투자는 당연한 수순이
었다. 2003년 7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월마트가 중국에서 사활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
고, 이미 까르푸, 하오여우뚜어, 로터스 등 유통업체 수백개가 포진해 있어 경쟁이 치열한 중국시
장에서 월마트식 중앙집중적 관리방식, 회원제소비 등은 중국인들에게 생소하다고 지적하였다.
2004년 중국연쇄경영협회
（

）
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까르푸가 그 해 162억 4

천만 위안의 매출을 올린 데 반해, 월마트는 76억 3천만 위안으로 전체 기업 중 20위에 머무르고
있다. 월마트의 국내외적 노동착취 문제, 노조게이트 및 하오여우뚜어 매입 의혹 등은 월마트의
중국 투자와 경영방식에 의문과 비난을 가중시켰다. 2003년 12월 1일자 <로스앤젤리스타임스>
의 기사는 저가의 원자재와 노동력, 현대화된 공장 설비, 고속도로와 항구 및 느슨한 정책이 월마
트가 중국에 온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 총공회의 월마트중국 기층노조 설립 공세
2006년 상반기 중국 기층노조는 모두 117만 4천 개이며, 그 중 기업노조가 77만3천 개로 전체
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노조원은 1억 1천 1백만 명으로 전체 노조원의 74.2% 에 해당한
다. 2006년 7월 13일 총공회는 역사상 최초로 조례 형식의 기업노조 사업을 위한 지도성 문건을
통과시켰으며, 외자기업의 노조설립률이 60%인 상하이시나 80%에 달하는 저장성이 아닌 푸젠
(

)성 췐저우(

) 시총공회를 월마트노조게이트 해결 중점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췐저우 시 전체 6,110개 외자기업 중 96%인 5,673개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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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가 전국 외자기업의 2.3%를 차지하며, 외자기업노조는 전체 노조의 16%를 차지하고 있
었다. 또한, 노동력이 비교적 부족하여 자본 철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경제무역위원회규
정과 공상국규정을 통해 노조 미설립 외자기업의 생산계획은 비준할 수도 수출할 수도 없는 등,
월마트중국의 노조 설립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총공회는 췐저우시 월마트분점들에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작업을 실시하고, 대학생 출신의 월마
트 직원 커윈롱(

)을 중점 배양하여, 비밀리에 직원들과 접촉하고 활동을 벌이도록 지원하였

다. 결국 2006년 7월 29일 진장(

)점에 월마트중국 최초의 노조가 설립되었다. 두 달 후인 9월

28일 중국 30개 도시 62개의 모든 월마트 분점에 노조가 설립되었고, 6천여 명의 노조원을 조직
하면서, 월마트중국의 노조게이트는 일단락되었다.

■ 월마트중국과 총공회의 타협
새벽에 30명의 직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상급노조의 재빠른 비준을 얻은 노조에 대한
월마트중국의 최초 반응은 미리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음에 대한 절차상의 불쾌감과 놀라움이었
다. 그러나 기타 분점에서 노조 설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8월 9일 중국정부의 조화사회건설
노력을 지지한다는 신문 발표를 통해 월마트중국은 총공회 및 각지 노조조직과 보조를 맞추어, 기
층노조 설립에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협조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어, 월마트중국은 8월
16일 총공회와 비공개 회담을 통해, 쌍방이 노조 설립과 활동에 어떻게 협력해야 하며, 상급노조
의 역할을 규정하고, 기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노조원의 책임과 의무 등 5가지 사항을 적은 비망록
에 합의했다.

- 월마트노조조직준비위원회는 상급노조, 사용자측 행정담당, 직원의 3자에 의해 구성되고, 상
급노조의 비준을 받도록 한다. 행정직 중급관리인원이 그 구성의 20%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급 이상 관리인원은 준비위원이 될 수 없다.
- 노조위원, 주석, 부주석은 공개적이고 공평한 투표를 통해 후보 선임 및 선출되며, 상급노조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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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트 행정직원, 인사부 책임자 및 기타 친족 등은 노조위원, 주석, 부주석 후보가 될 수 없다.
- 각 분점은 노조가 노조법, 노동법 등을 최대한 홍보하고, 노조조직 활동을 하고, 노조법 규정
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노조는 사용자측이 법에 의거하여, 경영관리권을 행사하고 근로자를 동원해 경영임무를 완
성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사용자측과 평등합작, 상호지지, 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모해
야 한다.

월마트중국의 노조 설립을 필두로, 총공회의 노조 설립 활동은 더욱 고무되어, 2008년3월 통계
에 따르면, 중국 전체 기층노조는 이미 150만 8천 개로 319만 3천 개의 법인단체에 노조가 설립되
었고, 총 노조원수는 1억 9천 329만 명으로, 13.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사영기업 노조원
이 5,220만 8천명, 농민공이 6,197만 명으로 농민공의 노조 가입률이 51%에 이르고 있다. 또한
11만 1천 개의 외자기업에 노조가 설립되어 73.1%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 노조 같아 보이는 노조(

)에서 노조다운 노조로(

)

월마트중국과 총공회의 타협은 월마트중국을 포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기업
의 발전 및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총공회의 이미지 쇄신과 입지
강화에 규범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총공회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현실적 우려와 회의 때문에
월마트중국의 노조 설립이 상징적 의의로만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월마트중국
이 전체 직원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노조 경비를 제공하고, 노조 활동 지원의무를 제대로 이
행하는지, 중국특색 사회주의노조의 활동이 월마트의 경영에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은 총공
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총공회는 2008년 8월 기업노조주석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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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파트너 혹은 친족, 인사부 책임자 및 외국 국적자가 노조의 주석이 될 수 없음을 새삼 강
조하고, 주석의 민주선거와 관리 및 대우를 규정화하였다. 총공회는 노조 설립 과정과 구조적 모
순때문에 중국 기업노조가 사장노조 혹은 사모님노조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방식, 사업진행방법, 조직구조, 인재배양, 경비사용 등을 조정 개선하고 조직을 민주화, 규범
화, 합리화하고 있다.

제도건설을 통한 노조의 자리 찾기

총공회는 노조 설립과 더불어 근로계약, 단체협약과 근로자대표대회라는 3가지 중점 부분을 확
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로분쟁사건의 65%가 임금과 기타 복리 문제인 현실에서, 근로계
약법의 실시와 단체협약제도의 추진은, 노조가 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 조직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대표대회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와 기업의 민주적 규범적 합리적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총공회는 기업 단위에 근로자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근로자민주기업관리제도를 추
진하여,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경영참여 및 관리감독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 108만
6천 여 개의 기업에 근로자대표대회제도가 실행 중이며, 이 중 8만 5천 개의 기업이 근로자이사
장제도를 8만 3천 개의 기업이 근로자감사제도를 실시 중이다. 노조가 설립된 기업에서 근로자
이사장제도와 근로자감사제도를 실시하는 비율은 각각 전체의 68%와 7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근로계약법의 실시로, 총공회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 및 감독 활동을 벌이며, 비공
유제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 내에 근로계약제도를 철저히 실시토록 한다는 목표를 실
현 중이다.

소득분배 불균형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이 사회적인 주목을 끌면서, 총공회의 임금단체협상
제도 추진과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31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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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임금단체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2개 성에서는 이미 지방성 단체협약조례 등의 법규를 제
정하였다. 2007년 말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62만 2천 개 기업이 34만 3천 건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003년 대비 112.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단체협약을 각 지
역별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근로안전 규정을 포함하는 단체협약과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
한 단체협약 등도 추진중이다.

■ 월마트중국의 단체협약 체결
총공회는 미국의 월마트 본부와의 3차례 논의, 월마트선전(

)과 수차례 협상을 거쳐 2008년

6월 24일 빠른 시일 내에 중국 국경 내 모든 월마트 분점에서 단체협상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제도
를 설립한다는 동의를 얻었다. 7월 14일 월마트선양이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16일
중국전체 108개 월마트 분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은 대체로 근로보수, 임금인
상률, 유급휴가, 사회보험, 노동보호 등 근로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
성되었고, 노사 쌍방이 근로자 임금의 인상비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 보장, 법에 따른 유급
휴가, 사회보험, 연장근로수당 등의 보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적수에서 파트너로
월마트는 단체협약 체결을 동의함으로써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총공회와 진일보한 관계
를 만들 수 있다. 이번 단체협약의 성공은 임금의 합리적 인상과 보장기제 건립과 각종 복리제도
의 규범화 등 실질적 근로자 권익을 확보했다는 의의 이외에도, 기타 외자기업과의 단체협약 체결
에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관심을 끄는 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의 성공에는 각급 노조와 월마트 간의 협조기제, 특히 총
공회 대표와 월마트 고위직 관리와의 양호한 대화창구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총공회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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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한계에 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총공회의 단체협약 추진은 노조 설립 이후, 기업
과 동등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 월마트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중국 근로자의 이익에 관련된 노동관리제도와 중요 사항들이 노조와 기업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기제를 확립함으로써, 총공회의 지위와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공회의 정체성은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국가와 당의 기구
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총공회와 외자기업의 타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노조의 정
체성이 어느 지점에 형성되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총공회의 목표는 월마트에 최초의 노조를 설립
할 당시‘근로자 권익보호와 기업의 조화발전을 공모한다(
)’
에서“기업발전추진과 근로자권익보호(

)’
로 융통성 있는 조

율을 보이고 있다.

■ 맺음말
세계 500대 기업 중 483개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 중 366개 기업이 중국 내
에 본사를 두고 있다. 월마트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총공회는 전체 외자기업의
노조 설립률이 73.1%인 데 비해, 500대 기업의 노조 설립률은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중점 대상으로 단체협약과 노조 설립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공회의 쇄
신과 적극적 활동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노조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보았고, 총공회는 한껏 고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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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 :
그 특징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장신철 (주 OECD대표부 노무관)

■ 머리말
“노르딕 모델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모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다양한 외국의 사례와 모델들에 대해 탐닉해 온 우리에게 흥미
롭다.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노르딕 3국1)들은 국민부담률(조세+사회
보장부담률)이 평균 50%에 가깝고, 공공부문이 엄청나게 비대하지만 이렇
게 몸집이 무거운 땅벌(Bumble Bee)이 이제까지 잘 날아왔다. GDP 대비 국
민부담률이 2007년 27%에 불과하고, 시장경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영미
식 모델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유럽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로 보이는데, 특

1)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도 노르딕 국가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두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고, 각각 석유와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자료
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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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노르딕 사회체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동시
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동안 노르딕 모델은 성장과 분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조화롭게 달성하였고 높은 국민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양질의 인적자원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좋은 모범이 되
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즉 노르딕 모델이 미래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문은 복지지출이
큰 다른 유럽국가들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5월 21일 파리의 OECD 본부에서는 노르딕 모델에 대해 토론하는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The Nordic Model; Embracing globalization and sharing risks2)이라는
책자를 저술한 6명의 저자 중 4명이 참석하여 책자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고, OECD 사무총장과 각
국의 OECD 대사,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에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노르딕 국가들
의 개별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들 국가들을 노르딕 모델로 묶어서 그 특징을 분석했다
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본고에서는 책자를 중심으로 노르딕 모델의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토의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노르덱 모델의 핵심 내용과 이제까지의 성과

노르딕 모델을 간단히 표현하면‘집단적인 위험공유(collective risk sharing)’체제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저자 : Toben Andersen(덴마크 Aarhus대학 경제과 교수), Bengt Holmstrom(MIT 경제과 교수), Seppo
Honkapohja(전 헬싱키대 교수), Sixten Korkman(핀란드 경제연구소), Hans Soderstrom(스톡홀름대
교수), Juhana Vartiainen(스톡홀름 경제연구소)
출판사 : 핀란드 경제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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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의 공통 요소>
- 가구로의 소득이전 및 세금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
-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규제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적고 소득불평등도가 낮으며, 교육비 지출 및
사회복지 투자는 많음.
- 아동보호 및 교육, R&D를 포함한 인적자원에 대한 많은 투자(공공?민간)
- 독특한 노동시장기제의 존재(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임금협약의 중요성,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 Active Labor Market Policy)
-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와 낮은 부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의
료∙교육체계, 지적재산권 보호, 신뢰도 높은 사법체계 구축

대규모 공공부문과 높은 사회적 신뢰

노르딕 국가들의 공공부문 비중은 매우 크고 조세 부담(사회보장부담금 포함)도 GDP의 50%에 육
박한다. 특히 아동보호와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고(5번째 칼럼), 현금 또는 서비스를 통한 가족지
원정책이 GDP의 3~4%를 차지한다.

<표 1> GDP 대비 공공∙사회분야 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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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조세부담
(2006)

GDP 대비
총지출
(2006)

GDP 대비
사회분야
지출(2003)

GDP 대비
아동보호 및
조기교육(2003)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평균)

연금의
소득대체율

덴마크

49.0

51.1

23.8

1.6

78

83.6

스웨덴

50.1

55.5

29.2

1.3

73

63.7

핀란드

43.5

48.5

22.7

1.4

73

63.4

독일

35.7

45.6

29.5

0.4

73

39.9

프랑스

44.5

53.7

29.8

1.2

62

51.2

네덜란드

39.5

46.7

20.6

0.5

73

81.7

이탈리아

42.7

50.1

25.3

0.6

5

67.9

스페인

36.7

38.5

19.6

0.5

50

81.2

영국

37.4

45.1

22.8

0.6

63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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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럽국가들도 외형에 있어서는 비슷한 지출을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노르딕 국가들은 각 제
도들간에 체계적인 상호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높은 공공지출과 사회보장체계는 자유무
역과 세계화에 대해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
고 있다. 노르딕 국가가 평등한 사회(egalitarian society)가 된 데는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
니라 나라가 작고 인종적으로 동질성이 있으며, 위험을 회피하는 데 있어 복지국가 체제가 매력이 있
었기 때문이다.
European Values Survey에 의하면 노르딕 국민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으며,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에 의하면 부패 수준이 가장 낮다.

자유무역과 시장 기능의 신뢰

노르딕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해 왔는데, 소국이라는 특징에 기인하기도 한다. 부존
자원도 빈약하고 나라도 변방에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통한 생존은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다. 1980
년대에는 자본시장과 국제자본의 유입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이들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었
[그림 1] 유럽국가들의 고용보호법제 및 상품시장 규제 수준
고용보호법제
4.0

4.0

3.5

3.5

포르투갈
스페인

3.0

프랑스
스웨덴

2.5

벨기에
핀란드

2.0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3.0

그리스

2.5

이탈리아

2.0

덴마크

1.5

1.5
아일랜드

영국

1.0

1.0
0.8

1

1.2

1.4

1.6

1.8

2
상품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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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980년대 자본시장 규제완화로 인해 노르딕 3국 모두 1990년대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자본시장 자유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EU 가입, 불황, 자본시장 자유화는 경제정책을 전
면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의 공급 측면 중시, R&D 및 혁신 촉진 등
을 통해 경쟁을 증가시켰다.
이상과 같은 설명은 [그림 1]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노르딕 국가들은 고용보호법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측면에서 유럽대륙국가보다 덜 경직적이며, 상품시장 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는 앵글로 색슨 국가를 제외하면 규제가 극히 적다.

독특한 노동시장 기제

노르딕 모델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것으로서 노르딕의 노동시장기제
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형성되었다.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우선 노조조직률이 높고 중앙 노
사간 협의에 의해 정부간섭 없이 노사간 임금협상을 행한다. 연대임금(solidarity wage)을 통하여 동종
산업의 경우 동일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적다. 둘째는, 관대한 실업급여와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승자(winner)가 패자(loser)를 보상해
주는 사회시스템으로서 국제화∙개방화를 추진해 나가는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소극적인 복지보다
는“일을 통한 복지(workfare)”
가 강조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통한 높
은 고용률의 유지는 노르딕 모델을 지탱해 주는 힘이다.

노르딕 국가들은 경제적 효율 및 사회적 형평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
냈다. 또한 거시경제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재정상태도 튼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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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생산성

경제적 효율을 비교할 수 있는 단일 지표는 찾기 어렵지만, 고용률과 생산성이 높다면 경제적 효율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은 평균 근로시간이 길고 동시에 근로시간
당 GDP(생산성)이 높다. 앵글로 색슨 계열의 국가들도 비슷하다. 스페인∙포르투갈은 일은 많이 하지
만 생산성이 낮다. 노르딕 국가들의 높은 고용률은 여성들의 높은 노동시장참가율에서 기인한다.
[그림 2] 고용률(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생산성
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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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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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85

85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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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독일

이탈리아

75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80
75
70

70

65

65
50

60

70

80

90

100

110
시간당 GDP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and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er(시간당 GDP는 EKS 방법에 의한 실질
구매력임).

성장과 기술력

지난 40~50년간 유럽국가들의 성장률 격차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의 따라잡기 과정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실질구매력(PPP)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인당 GDP의 성장률은 노르딕 국가들이 이제 매
우 비슷한 수준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 후 매우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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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였고, 덴마크는 꾸준히 미국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과거 10여 년간 노르딕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IT 혁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림 3]에 의하면 노르딕
국가들의 IT기술에 대한 지출과 PC의 보급 수준이 상위에 위치해 있다. 세계경제 포럼에 의하면 이들
노르딕 국가들은 IT 기술환경이나 그에 대한 준비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 EU 국가의 IT 비용 지출 및 PC 보급률(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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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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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영국

자료 :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2005).

노르딕 국가들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
다. 벤처캐피탈과 R&D 투자도 EU 15개국보다 매우 양호하다.

사회적 형평(social equality)

[그림 4]에 의하면 노르딕 국가들은 다른 EU 국가보다 더 낮은 소득불평등과 더 높은 계층이동 가
능성을 보이고 있다. 지니 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조세나 현금급여 혜택을 주기 전과 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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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훨씬 커지며 현물급여를 포함하면 더욱 그렇다. 노르딕 국가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소득탄력성
이 프랑스∙영국∙미국에 비해 낮은데, 이것은 그만큼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소득불평등도
현재의 소득불평등(지니 계수)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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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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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0.22
0.1

0.22
0.2

0.3

0.4

0.5

0.6
세대간 소득탄력성

주 : 세대간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의미는 부모와 자식의 소득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 OECD“Society at a Glance & Corak(2006).

노르딕 국가들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상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는 사회복지지출과
OECD의‘복합 사회지수(composite social index)’
를 보여주고 있다.‘복합 사회지수’
란 자기만족, 형
평, 건강 및 사회통합 등 지표를 종합한‘사회적인 웰빙(well-being)’
을 나타내 준다. 노르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지출로 매우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는‘복합 사회지
수’
상 1~3위에 포진해 있지만 가장 많은 복지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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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복지지출과 복합지수와의 관계(2003)
복합지수
0.9

0.9

스웨덴

0.8
핀란드

0.7

0.8

덴마크

0.7

네덜란드
영국

0.6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0.6

독일

이탈리아

0.5

0.5
18

20

22

24

26

28

30
복지지출(‘03)

주 : 복합지수는 OECD Society at a Glance의 몇 가지 사회지표에 근거한 중위 복합지수값이며, 복지지출은 GDP 대비
비중임.

■ 노르딕 모델의 지속가능성
노르딕 모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첫째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
한 인구구조의 변화이고, 둘째는 공공서비스 자체가 대부분 사람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질적
저하를 감수하지 않고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곤란
하다.

노르딕 모델은 지금까지 재정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인구구조하에서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불리
며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든 국가에서 인구부양 비율(demographic dependency ratio) 또는
노인부양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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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는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다.
복지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의무 교
육 기간이 길어지고 교육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늦어지고, 여가에
대한 욕구의 상승과 연금 제도의 구비로 퇴직 연령은 빨라지는 것이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노르딕 국가
들은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일을 보다 나이
들어서까지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재정 문제는 아래의 보몰 법칙(Baumal’
s law)과 와그너(Wagner effect) 효과가 맞물려 일
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의 단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복지 서비스 비용의 증가 ⇒ 보몰의 법칙

농공업 분야와 달리 아동보육, 노인요양, 건강진단, 교육 등 분야의 복지서비스는 시간과 사람의 노
력을 동시에 요하는 것으로서 기술 발달로도 그 생산성을 쉽게 향상시킬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대략
적으로 매년 기술의 발달로 약 2% 가량 산업생산성은 향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삶의 질과 임금수준
역시 함께 상승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임금도 올랐지만, 거시적인 관점
에서 그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같이 대인서비
스를 요하는 활동의 비용이 갈수록 상승되는 현상을 보몰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효과는 민간∙공공
부문 모두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인서비스의 성격 자체에서 기인한다.

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 ⇒ 와그너 효과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향상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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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지면 사람은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소득효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수록 사람들은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가를 확보하려
는 성향을 보이며, 이는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
진다. 욕구 및 수요는 물질적인 조건의 충족에 따라 영역을 옮겨 가며 그 총량을 유지하는데, 이를 경
제학자들은 와그너 효과라고 한다.
공공서비스는 공짜(또는 많은 보조금)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와 같이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장치가 없고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은 오로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핀란드에서는 이용자 비용부담제도(user payment)를 만들어 일부 아동보육, 노인 간병,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6년 전체 복지지출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은 고작
7.5% 정도이며, 그나마도 그 비중이 줄고 있다. 지불능력이 서비스 수혜를 결정짓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결국 남은 대책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다시 설정하여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방법과, 대인서
비스를 전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분야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 노르딕 모델 위기극복 방안들
인구고령화의 대응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한계가 존재한다. 첫
째,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은 재정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신생아들도 기대수
명이 길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력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외국인력
이 순기여를 못하고 복지재원을 오히려 축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대책은 파
이를 크게 하고 세수를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한계가 상존한다. 성장에 따라 민간부문의 임금이
증가하면 공공부문도 영향을 받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공공서비스 수요와 지출도 증가하게 되
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넷째, 세금 인상과 공공부문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인데, 이미 노
르딕 국가들에서 조세부담률은 매우 높으며 공공지출을 억제할 경우 정치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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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다섯째, 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공공 영역에서가 아니라 과거와 같이 가족 중심으로 제
공하면 어떨까?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재정 부족 문제는 그 공급 주체가 국가여서가 아니라, 시간이 요
구되고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복지서비스 자체의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
로 단순히 그 주체를 변동시킨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특히 여성 노동력의 감소와 납세 근로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효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일한 주체가 공급하는 쪽이 비용절감에 유리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르딕 모델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충분한 노동력(노동
시간)의 공급, 구조적 실업률 감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르딕 국가들의 주요 노
동시장기제나 정책들은 대부분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재의 복지재정 상태, 산업 생산
기술, 세계경제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가- 외연적 한계
노동공급은 두 가지 면에서 고려가 필요한데, 연령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율과 근로자들의 평균근로
시간이다. 전자는 노동시장 참가 여부를 결정짓는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를 말하고, 후자는 근
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
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전자가 더 중요하다.
조세가 노동시장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과거에는 평균 세율이 아닌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이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평균 세율이
노동력 공급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
청년층과 노년층은 세제, 연금, 복지제도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반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령층
의 남성 근로자들에게는 한계세율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 설계된 인센티브 시스템, 조세
제도, 교육제도, 연금제도 등을 통해 이들 계층의 노동참여를 높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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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노동시간의 확보- 내연적 한계

소득 상승에 따라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대세이다. 그러나 여가
와 노동의 선택에 있어서 조세 체계나 복지정책이 여가를 선호하도록 왜곡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노조들은 임금 상승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좋지 않은 접근이
다. 공공재로서의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더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격차3)(tax
wedge)가 클수록 근로시간은 짧게 된다. 그러나 노르딕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시간을 유
지해 왔다. 이것은 중앙 노사협의의 결과이기도 하고 가족 및 여성정책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일하는 복지(workfare) 및 실업자 능동화 조치(activation)

노르딕 국가에서는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실업급여 수준이 높지만, 실업기간 장기
화와 구직활동 축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게으른 실업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직업훈련 참가 촉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자
능동화 조치 등이 요구된다. 노동시장정책의 실업감소 효과는 구축효과 등으로 인해 확실치 않지만
일부 계층에는 효과가 있으며,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동일한 임금인상에 관한 찬반양론

노르딕 국가들은 집단화된 임금 조정 메커니즘을 형성해왔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윤
3) 사업주가 노동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사회보장세 포함)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take-home
pay)의 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격차가 클수록 근로의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007년 기준으
로 한국의 조세격차는 19.6%이지만, 벨기에 55.5%, 독일 52.2%, 프랑스 49.2%, 스웨덴 45.4%, 영국
34.1%, 미국 30.0% 등이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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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개 노조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기사이클에 맞게 임금인상률을 결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임금이 결정되어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소득정책(income policy)이 오랜 기간 잘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경제하에서 위
기는 거시경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업무에 한정되어 나타나며, 필요한 경우
아웃소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별 인센티브의 도입도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테일러리즘적 생산방식하에서 작동가능했던 동일한 임금인상 방식은 이제 기업 사
정에 맞게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

임금결정의 협조와 탈중앙화

집단적인 임금결정 시스템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일정 부분 개별화된 임
금협상 구조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보다 비교적 작은 단위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역량에 따른 임금인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노사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웨덴에서
는 1970년대 이후 중앙 차원의 임금교섭 제도가 폐지되었다. 덴마크에서는 집단적인 방식의 노사간
합의는 근로시간, 연금, 질병 및 휴가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고, 임금결정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 직접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이보다 늦게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역시
이러한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개별화된 임금결정 형태로 갈 경우 급격한 임금격차의 확대를 우려하
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스웨덴에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개별적인 임금결정 구조로 들어갔지만 임금격차에 큰 변화는 없다.

임금결정 구조와 생산성과의 관계

임금교섭의 분권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장률이 많이 높아진다거나 복지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공급의 생산성을 높임으로
써 공공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자료는 빈약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개인별 임금협상을 한 스웨덴의 경우 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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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공공부문의 임금결정 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노르딕 국가들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 원리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리스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과거보다
상당히 개별화된 임금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스웨덴과
같이 임금격차에 대해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로 유명한 국가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복지국가 체제는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재
분배 목적으로 활용할 이유는 적다.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매년 10%에 달할 때에는 물가상승에
대응한 임금인상을 집단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유연성의 추구와 개
혁은 노르딕 모델을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점진적인 것이 바람직하며 노조도
개혁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임금결정은 보다 시장을 반영해야 하며 보다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
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과제

노르딕 국가들은 GDP의 50%가 넘는 대규모 공공부문을 갖고 있는데, 미래의 재정적자를 겪지 않
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 확대와
관료주의 타파, 아웃소싱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관료주의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목표와도
관련되어 발생하고, 공공기관의 일은 시장원리에 의해 취급되기 어려우며 결국 그 성과물을 쉽사리
평가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평등과 분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분야
에서는 수치화된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식이 적합하다. 동시에 향후 복지국가 모델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급여수급과 의무이행이 균형을
갖도록 해나가야 한다.
공공부문은 다양하고 어려운 일을 다루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효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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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아웃소싱, ② SOC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민
관합작, ③ 민영화, ④ 바우처 제도 등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경쟁원리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토의

토론자들은 여타의 사회체제와는 구별되는 노르딕 모델이 존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노르딕 모델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혁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 의장인
Mr. Sesito는 잘 정비된 사회안전망과 시장친화적 정책 등이 노르딕 모델을 성공시킨 요인이지만, 작은
나라∙루터교라는 특징도 노르딕 모델의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고령화와 높은 세부담 등의 도
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OECD 경제국장 Jorgen Elmeskov는 노르딕 모델이 외부 충격에 취약함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급여
에 대한 의존성 문제, 높은 세부담, 이민자의 사회통합 어려움, 기술인력 수급 불일치(skill mismatch) 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부 토론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노르딕 모델은 20년 전에는 실패한 모델로도
인식되었으며, 공공부문의 비대와 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분권교섭 확대에 따른 연대
의식 약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John Martin은 장애와 질병급여
에 대한 높은 의존성, 조기퇴직, 짧은 근로시간 등은 노르딕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훈련, 감독 강화, 조기개입, 취업촉진, 인센티브 제공(make work pay, in-work
pay) 등의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발제자들은 노르딕 모델이 위험(risk)뿐만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도 공유하는 것이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신뢰(trust)가 있으며 꾸준한 구조개혁의 산물이기 때문
에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르딕 모델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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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방안은 끊임없는 개혁이며 개혁을 위한 정치경제적(political economy) 지지의 확보와 공공
부문의 개혁(시장성격의 부분은 민영화)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노르딕 모델이 노르딕 사회의 동질성, 사회적 신뢰와 연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는 특
징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국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OECD 경제국의 전
국장인 Colomzy는 노르딕 모델의 특징이 각 경제주체∙제도 간의 상호의존기제(inter-dependent
utility)와 평등주의(egalitarianism)라고 하면서 이러한 요소가 전파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스톡홀름 경
제대학의 Hans Soderstrom 교수는 노르딕 모델의 전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제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파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외부 변화
에 대한 개방성과 패자(loser)에 대한 보상체계, 높은 고용률 등은 본받아야 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노르딕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징적인 요소들을 참조할 필요
가 있으며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리더십의 확보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는 데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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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파산으로부터 근로시간계좌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
독일 정부는 기업파산으로부터 근로시간계좌를

서 연방노동부는 기업파산으로부터 확실하면서도

보호하기 위해“유연한 근로시간규정의 보장을

개선된 보호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법안에서 추

위한 구조개선 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가된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정은 근로자가 다른 곳으

Rahmenbedingungen für die Absicherung flexibler

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신의 장기시간계좌를

Arbeitszeitregelungen: Flexi II)”
을 새롭게 제정하

제한적으로나마 새로운 직장의 장기시간계좌로 이

였다.1)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근로자가

2)

장기시간계좌(Langzeitkonten) 를 기업파산으로

근로시간이나 급여를 최소 3개월치 급여에 준하는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경우,

가치적립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

근로자들은 유연적인 근로시간규정을 해지하고

양한 근로시간계좌 중에서 대다수 기업에서 근로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유급으로 지급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계좌(Gleitzeitkonten) 및 초

받지 못한 근로시간 축적분을 기업파산으로 인해 상

과근로시간계좌(Überstundenkonten)에 대해서는

실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게 된다.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조

1) 독일에서는 이미 1998년에 시행된「유연한 근로시간규정의 사회적인 보장법(Gesetz zur sozialrechtlichen
Absicherung flexibler Arbeitszeitregelungen: Flexigesetz)」
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수행한 근로시간의 일부를
가치적립형태로 축적하여 차후에 단기, 중기, 혹은 장기적 유급근로휴직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
한 근로시간 조정모델이 있어왔다. 이번 법 제정의 핵심내용은 기업파산에 대한 개선된 장기시간계좌 보
호 및 타직장으로 이직시 장기시간계좌의 이전가능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2) 여기서 장기시간계좌란 근로자들이 연수∙직업교육, 아이양육 및 안식년 등에 따른 장기간의 유급근로휴
직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축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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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통해 정부측에서는 근로시간계좌에 대한 새

한 새로운 규정이 미래에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유

로운 법안이 사용자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수

연화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

단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사용자들의 우려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새로운 법규정들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장기시간계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에 대해

독일사용자연합(BDA)는“이번 법안이 장기시간

서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높은 시간적 혹은 가

계좌를 파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치적 상한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 또한 이번 법안

야 하며, 유연한 근로시간 설정에 관련된 규정들은

의 근본적인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근로시간계좌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사용자측에서는

의 단지 일부분만이 이번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은 독일 경제의 성공에 아

비판하였다. 따라서 DGB는 가치적∙시간적 상한

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의회 의결과정에

기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어브로크 부

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고

위원장은“파산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한

주장하였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인그리

적절치 못한 통제장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

드 제어브로크(Ingrid Sehrbrock) 부위원장은“이번

할 것”
이라고 하였다.

법안은 정작 필요한 것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
이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8년

라고 비판하였다. 자신의 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로

8월 13일자,‘Neuer Gesetzentwurf: Neuer

시간계좌로 축적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자없는

Pleiten-Schutz für Arbeitszeitkonten,’

대출금과 같이 사용자들로부터 제대로 보장을 받

http://www.faz.net/s/Rub0E9EEF84AC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시간계좌뿐

1E4A389A8DC6C23161FE44/Doc~E77

만 아니라 여타 근로시간계좌도 포괄적인 보호범

31607BF6014C5AA50FAEA5239CFA1

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

0~ATpl~Ecommon~Scontent.html

독일 : 금속 및 전기산업의 새로운 노령파트타임제 규정
새로운 노령파트타임제(Altersteilzeit) 규정을 둘
러싼 금속 및 전기업종의 갈등이 지난 9월 3일 저

규정은 남서부 지역 전체 약 350만 명의 근로자들
에게 적용되게 된다.

녁 남서부 지역 금속사용자연맹과 바덴-뷔템베

전체 금속사용자연맹의 의장단은 산하 소속 사

르크 금속산업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에 합의함

용자들에게 협상결과를 수용하여 시행할 것을 권

으로써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

고하였다. 전체 금속사용자연맹의 마틴 카네기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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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Kannegiesser) 회장은“새로운 단체협약

의 여타 근로자들은 최초 61세부터 최대 4년 동안

은 협약 당사자들의 협약구성능력의 산물일 뿐만

노령파트타임제를 통한 근로전환이 가능해진다.

아니라 복잡한 사업장내 혹은 사회적인 도전들에

지금까지는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들 중 5%까

대한 해결책이 되었다
“고 발표하였다. 금속노조

지만 노령파트타임제를 통한 근로전환이 가능하

의 베르톨트 후버(Berthold Huber) 의장 또한“새

였지만, 향후에는 이 비중이 점차 낮아질 전망이

로운 노령파트타임제는 노동정책적 이정표로 묘

다. 앞으로 과중업무 근로자 그룹이나 그외의 비

사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협상에 대해 만족을

과중업무 근로자 그룹은 각각 최대 2.5%까지만이

표시하였다.

노령파트타임제를 통한 근로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의 특징은 앞으로 특히

그러나 전체 합계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4%를 초

과중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그외의 다른 근

과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전체 4%를 초과하게 되

로자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는 경우에는 과중업무 근로자들이 노령파트타임

그외에도 향후에 근로자들이 노령파트타임제를

제의 우선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중업무 근

통한 유연한 조기정년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

로자 그룹에서 노령파트타임제 실시 비율이 최대

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

치인 2.5%인 경우에는 비과중업무 근로자 그룹에

로운 노령파트타임제 규정은 2009년 말에 지금까

서는 최대 1.5%까지만이 노령파트타임제를 통한

지의 연방노동국(BA)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예정

근로전환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이게 되었다.

새로운 협약규정에 따라서 노령파트타임제 기

노령파트타임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간 동안 받게 되는 급여액이 증가하였다. 저임금

앞으로 사업장내 근속연수가 최소한 12년 이상이

그룹의 경우 세전 순임금의 89%, 그리고 고임금

되어야만 한다. 과중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룹

그룹의 경우 85%를 노령파트타임제 기간 동안 보

에는 동 근속연수 기간동안 최소 9년 이상의 철야

장받게 된다. 또한 노령파트타임제 시행에 수반되

근무를 포함하여 3교대근무 이상의 업무에 종사

는 비용은 전체 임금 합계의 0.8% 정도로 추정되

해온 근로자들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열악한 작

며, 노사가 동일하게 각각 0.4%씩 공동부담하게

업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나 지난 15년 동안 12년

된다. 여기서 근로자 부담인 0.4%는 향후에 임금

이상을 교대근무로 일해왔던 근로자들도 과중업

인상을 통해서 보상받게 된다.

무 근로자 그룹에 포함되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남서부 금속사용자연맹의 얀 스테판 로엘(Jan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57세부터 1년

Stefan Roell) 회장은“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

혹은 장기간인 6년 동안 노령파트타임제를 통한

로자들이 육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노령파트타임

근로전환이 가능하다. 과중업무 근로자 그룹 이외

제를 통한 근로전환에 우선권을 가진다
“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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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반해서 비과중업무 근로자들이 단순

Rub0E9EEF84AC1E4A389A8DC6C2

히 노령파트타임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

3161FE44/Doc~EA54E147692AB44

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지역사무장인

B3BD99DAC428F13A65~ATpl~Eco

외르크 호프만(Jörg Hofmann) 씨도 이번 합의에

mmon~Scontent.html

대해서 만족을 표명하였다.
�출처 :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출처 : 2. IG Metall 언론보고, 2008년 9월 3일,
‘Neue Altersteilzeit vereinbart-8.

2008년 9월 4일 자 , ‘ Metall-und

Tarifverhandlung bringt Ergebnis,’

Elektroindustrie: Die Altersteilzeit wird

http://www.bw.igm.de/news/meldung.

neu geregelt,’http://www.faz.net/s/

html?id=26060

독일 : 독일노총, 통일적인 노동법전에 고려되어야 할 중점사항 제시
올해 초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인 오라프 숄츠

이 견해에 따르면, 실제의 노동상황은 이윤의 향

(Olaf Scholz) 씨는 개별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을

상을 위한 대량해고, 파견근로에 의한 정규직 근

하나의 노동법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안을 공동으

로의 대체, 저임금 고용분야의 확대로 특징지워진

로 제출하기 위해 노사당사자와 회동을 가진 바

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 9월 19일 독

있다. 이에 대해 독일노총(DGB)은 근로자의 근로

일노총이 통일적인 노동법전에 고려되어야 할 다

조건이 열악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독일사

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중점사항을 제시하였다.

용자연합(BDA)에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독일사

- 해고보호는 고용안정의 강화에 도움이 되어

용자연합은 독일노총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야 함. 즉, 이윤의 극대화만을 위한 해고가 허

않았다. 이에 대해 독일노총의 의장 대리인 잉그

용되어서는 안 됨.

리드 제어브록(Ingrid Sehrbrock)은“독일사용자

-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연합은 노동법 내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기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함. 파견회사는 기간제

회를 놓친 것이며, 노동법전의 통합은 중소기업의

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될 것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는
일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750유로(한화 약 1,276,000원)가 최저임금으
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독일노총에 따르면, 현재의 실제 노동상황은 유

- 근로자의 정보보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개선

연안정성과는 상당부분 동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되어야 함. 이에는 감시 및 유전자 테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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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시적 금지가 포함됨.

행해져야 할 것임.

- 주로 한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

�출처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2008년

나 성과급을 받는 인력은 향후 노동법상의 보

9월 19일자 언론보도, ‘DGB stellt

호를 받아야 할 것임.

Eckpunkte für gutes Arbeitsrecht vor,’

- 사용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속적 직업훈련수

http://www.dgb.de/presse/pressemeldun

요를 산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임. 이러

gen/pmdb/pressemeldung_single?pmid=

한 훈련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3285?

스웨덴 : 노동조합원 수 감소 추세 지속
세계적으로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을 유지해 온

더욱 심화되었다. 사실상 LO 소속 조합원만 감소

스웨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

한 것이 아니다. 사무직노동조합총연맹 TCO의

다. 생산직 및 서비스 노동자노동조합총연맹 LO

경우도 계속 조합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아직

의 경우 상반기 동안 3만 7천 명의 조합원이 노동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작년의 경우

조합을 탈퇴했다. 하지만 그 탈퇴의 속도는 점차

TCO의 조합원 수는 약 5%가 감소했고 이런 감소

줄어들고 있다.

추세는 금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감소

LO의 조합 소식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LO소

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속 15개 연맹 중 보고를 하지 않은 연맹을 제외하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보건업종사자노동조합

고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

연맹의 경우 조합원 수가 4천 명 증가한 것이다.

타났다. 15개 연맹 중에서 숙박업과 요식업 종사

보건업 종사자들은 지난 4월 파업기간 동안 비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맹이 가장 높

합원이 당할 수 있는 만일의 불이익을 대비해 가

은 노동조합원 감소치를 보였다. 작년의 경우 전

입하였으나 파업 종결 이후 약 1천 명이 다시 노

체 노동조합원의 7.2%가 노동조합을 탈퇴했는데

동조합을 탈퇴하였다.

이는 약 13만 명에 해당한다.

�출처 : Svenska Dagbladet, 2008년 8월 23일자,

노동조합원 수 감소는 2006년 9월 이후 중도보
수 연합정권이 실업수당의 조건을 악화한 이후에

‘Medlemsflykten från fackförbunden
fortsä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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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승용차 생산 회사 볼보 900명 추가 감원 예고
스웨덴의 승용차 생산회사 볼보는 9월 12자로

시에 자동차 업계의 계속되는 불황을 감안해 12

900명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감원할 것이라고 예

월에 야간 조업을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2개

고했다. 이는 지난 6월 감원 예고에 따라 1,200명

월 앞당긴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에 해당하는 감축 인원에 대한 협상이 끝난 바로

노동조합은 볼보가 생산시설 감축에만 치중하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라 볼보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 판매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

의 사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불황일수록 생산비 절

사실상 지난 7월과 8월 2개월에 걸쳐 자동차업

감에만 치중하지 않고 판매망 확대에 더욱 투자해

계가 심각한 불황을 경험한지라 볼보의 인원 감축

야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은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지난 번 인원 감축은 대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전문 분석가의 의

부분 볼보 예테보리(Göteborg) 본사에서 행정직

견으로는 볼보 승용차 회사의 금번 인원 감축은

에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금번

불가피한 것이며, 볼보가 불황을 극복하려면 중소

인원 감축은 생산직에 근무하는 인원에 해당된다.

형 환경친화적 모델을 더욱 적극 개발해야 할 것

볼보의 생산시설은 스웨덴 각지에 산재해 있는데

으로 보인다.

볼보 예테보리(Göteborg) 주 공장에서 600명의

�출처 : 1. Dagens Nyheter, 2008년 9월 12일자,
‘Volvo varslar ytterligare 900’

인원 감축이 실행될 예정이고 올로프스트룀
(Olofström)과 훼브데(Skövde)에 있는 두 공장에

�출처 : 2. Svenska Dagbladet, 2008년 9월 12일
자,‘Ytterligare 900 bort på Volvo’

서 300명에 해당하는 인원 감축이 실행될 것이다.
볼보는 900명의 인원 감축 예고를 발표함과 동

영국 : 노동조합총연맹의 추가 공휴일 제정 움직임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이 정부에 국가 공휴

월 하순경 공휴일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뿐만

일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왜 영국은 지역

아니라 지역사회의 날로 명명한 만큼 근로자들이

사회의 날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붙은 보

휴일을 속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

고서에서 8월 말부터 12월 크리스마스까지 4개월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간이나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10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연맹 측은 근로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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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도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약 2억 5

추가될 경우 기업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

천만 파운드(한화 5,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

라고 전망했다.

을 것으로 예상했다.

브렌든 바버 총연맹 의장은 새로운 공휴일이 루

추가 휴일은 무조건 근로자만의 편의를 생각한

마니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적은 일수의 공

결과는 아니라고 했다. 휴일 동안 쇼핑과 휴일 활

휴일을 가진 영국 근로자들에게 무척 고무적인 변

동 등을 통해서 소매, 접객, 레저, 여행, 운송 등의

화가 될 것이고, 상당수의 기업에도 보다 건강하

산업 분야는 소비 진작으로 인한 직접 수혜자가

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통해 이익을 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도 휴식을 통한 건강증진,

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 정치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모든 사용자들

권, 지역사회 단체들이 휴일 추가 캠페인에 동참

도 휴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할 것을 호소했다.

주장했다. 특히 소비지출의 규모가 1971년 가계

�출처 : Personneltoday.com, 2008년 8월 22일

소득의 31%를 차지하다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자,‘Extra bank holiday call renewed by

여 2005년에는 39%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소비

TUC in bid to promote volunteering,’

증가세는 추가된 휴일에 자극받아 지속될 수 있을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휴일이 도입될 수 있는

2008/08/22/47173/extra-bank-

가장 빠른 시기는 2010년 10월인데, 현재 전망으

holiday-call-renewed-by-tuc-in-

로는 경기 회복이 발생하는 시점과 겹치게 되어,

bid-to-promote-volunteering.html

영국 : 노동조합총연맹(TUC)의 파업 계획
고든 브라운 수상과 재무성 장관은 다음에 있을

의 근로자들을 동시에 연계하여 파업 계획을 논의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의 연례 모임에서 임금

하고 있다. 이러한 파업 가능성은 곧 있을 8월 인

인상억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

플레이션율에 대한 발표와 함께 더욱 증가할 것으

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4%를 넘는 데 반해서 임금

로 보인다.

인상억제정책으로 연간 임금인상률은 2%로 억제
되어 있다.

노동조합총연맹의 한 간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인플레이션이 4~5%일 때 2% 내의

노동조합총연맹의 지도자들은 같은 날 학교, 지

임금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방정부, 양로시설, 그리고 다른 공공서비스 영역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실질적인 임금하락이라고

>>

_109

말했다. 또한 그는 이들을 위한 정치적인 비용이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임금이 아닌 식료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 연료값 상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든 브라운

노동조합총연맹 내의 핵심적인 네 노조(공무원

총리가 임금억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

노조, 교사노조, 대학교직원노조 등)는 이번 연례

한 불만을 품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주택소유자

모임에서 노동조합총연맹이 전체적인 파업을 계

들과 연료값 상승에 대한 정책 패키지를 곧 발표

획∙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으로 이러한 불만들을 잠재우기를 희망하고 있

노동조합총연맹의 대변인은 핵심 노조들이 어

다. 하지만, 일부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고 불황을

떻게 파업을 실행할지를 이미 상의했다고 밝혔으

타개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계획을 지지하고 있

며, 또한“파업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일 수

다. 이들은 잉글랜드은행이 실업률을 억제하기보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교사와 공

다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

무원들은 지난 4월 연계된 파업을 실험했었다. 하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지만, 정부를 당황시킬 만한 상당히 많은 노동조

�출처 : Observer, 2008년 8월 31일자,‘Unions

합들이 연계하여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plan co-ordinated strike action over

이 이슈를 더욱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pay,’http://www.guardian.co.uk/politics/
2008/aug/31/tradeunions.strikes

노동조합총연맹의 지도자들은(그들의 주장에

영국 : 기술자, 수학 교사, 양털깎이 기술자는 이민 노동자로 환영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이민부 국장인 리암 바이른(Liam Byrne) 씨는

30만 기술직 중 비유럽권 국가에서 모집하는 가

새로운 이민법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직업 경로

장 대표적인 직업군인, 의사, 중고교 교사, 그리고

를 통해 가능한 직업의 수가 약 30% 감소할 것이

사회사업가를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모집하지 못

기 때문에 영국으로 일하러 올 이민노동자는 더

하게 된다. 영국 내무부의 이민자문위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영어 구사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현재 비유럽권 국가의 이민노동자에게 열려 있던

말했다.

약 1백만개의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 목록을 70만

노동시장 경제학자들에 의해 분류된 주요 부족

개로 축소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연간 3~7만 명

인력은 수백만 파운드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설

정도의 비유럽권 숙련 이민노동자들이 감소할 것

업 매니저, 토목기사 및 화학기사, 의료 컨설턴트,

으로 예상된다.

수학 및 과학 교사,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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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을 위한 선원 등이다. 또한 숙련 발레댄

와 간호사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기

서와 양털깎기 전문가도 포함된다. 스코틀랜드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IT 전문가, 건축가, 그리

서는 수공으로 생선을 냉동시키는 직업도 인력 부

고 대부분의 숙련 건설업도 인력부족 직업군에서

족 직업군에 포함되었다.

제외되었다. 맷칼프 위원장은 위원회는 숙련직의

데이비드 맷칼프(David Metcalf) 교수가 위원장
으로 있는 이 자문위원회는 요식업, 특히 방글라

부족인력이 이민노동자로 메워질 수 있는지를 사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데시와 중국 음식점, 그리고 요양원 등에서 계속

위원회는 임금을 인상하면 이민노동자에 대한

해서 비유럽권 이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나 교육, 의료 분

요청을 받고 있다. 이번 법으로 요식업이나 요양

야 등과 같이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현실적이지 않

산업은 비숙련 노동자들을 해외에서 고용하는 것

은 분야도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공

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 두 산업 관계자들은 이

공부문도 인력이 부족한 직업인 경우 임금이 인상

러한 금지조치가 풀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이러한 서비스 비용이 올라

방글라데시 요식연합은 이민자문위원회가 숙련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비록 단기적으

요리사의 시급을 최소 8.10(한화 약 16,900원)로

로 볼 때 국가의 한정된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정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영국내 방글라데시

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들을

요식업에 약 3만 개의 빈 자리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 저임금 이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숙련 요양인력에 대한 임금 기준(벤치 마

고 주장하였다.

킹)을 도입하면 몇몇 요양원은 문을 닫아야 할 위
기에 처할 것이다.
맷칼프 위원장은 산파나 용접공 등 10여 개 직

내무부는 최종 인력부족 직업군 목록을 다음달
에 발간할 예정이지만 시행에 들어가는 11월 전
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은 국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출처 : 가 디 언 지 , 2008년 9월 10일 자 ,

충분치 않아 앞으로 이들을 인력부족 직업군 목록

‘Immigration: Welcome to Britain-so long

에 포함시켜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s you’
re an engineer, maths teacher or

의사와 대부분의 간호사는 지난 50년간 외국 근

sheep shearer,’http://www.guardian.

로자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그 종말을 고하게 되

co.uk/uk/2008/sep/10/immigration.

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위원회는 영국에서 의사

immigrationandpublicservices

>>

_111

프랑스 : 교사 파업시 초등학교에 최소서비스 도입 법안 공표
지난 8월 21일 교사 파업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에 최소서비스

어서는 안 된다”
며 현 법안이 교육이 아닌 아동위
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를 보장하는 법안이 관보에 공표되었다. 이 법안

한편, 사회당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 요소에 대

은 지난 7월 23일 의회를 통과하고, 8월 초 사회

해 헌법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본 법안에서 학생

당 의원들의 제기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위탁권의 도입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침해한다고

를 마친 바 있다.

볼 수 없으며, 본 법안이 지방자치체에서 학생 수

이 법안은 교사 파업시 해당 도시는 교사들의

용을 위한 최소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만큼의

파업참가율이 25% 이상인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충분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수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

�출처 : 1. <르몽드>, 2008년 8월 21일자,‘La loi

으로 하며, 이를 위해 파업참가 교사들은 파업 48

sur le service minimum à l’école

시간 이전에 파업 참가의사를 학교장에게 의무적

officialisée, www.lemonde.fr/societe/

으로 알려야 한다. 이번 9월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article/2008/08/21/la-loi-sur-le-

이 법은 파업예고 이전에 노사간의 대화를 의무화

service-minimum-a-l-ecole-

하는 사회적 경보제도(alerte sociale) 또한 도입하

officialisee_1086091_ 3224.html
�출처 : 2. Le nouvel observateur, 2008년 7월 25

고 있다.
사회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서 학생들의 이해는

일자,‘La loi sur le service minimum

무시되고 있으며, 교사 파업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

d’accueil dans les écoles adoptée,

치체에 떠넘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자비에

http://tempsreel.nouvelobs.com/actual

다르코(Xavier Darcos) 교육부 장관은 최소서비스

ites/politique/20080724.OBS4279/la_l

를 도입하는 시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oi_sur_le_service_minimum_daccueil_

밝혔다. 또한, 학부모단체는“학교가 탁아소가 되

dans_les_ecoles_.html

프랑스 : 정부, 고용복귀장려정책으로 능동적 연대임금제도 법안 제출
9월 3일 정부는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고용정책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제출하였

인‘능동적 연대수당’
제도 법안(projet de loi sur

다. 이 정책은 고용복귀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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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하였던 최저적응수당(RMI)이나 편부

유로(한화 약 33,100원), 35%는 10~20유로(한화

모보조금(API) 수령자가 저임금 고용으로 복귀하

약 16,500~33,100원), 50%는 0유로를 부담할 뿐”

였을 경우, 임금과 동시에 수당의 일부분을 지속

이라며 직접세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에 답하였다.

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 정책에 대해 토마 피케티 교수(Thomas

과거 수당 수혜자들이 수당의 삭감 혹은 단절을

Piketty)는 현재 수당 수령자가 2000년부터 시행된

두려워해 저임금 고용으로의 복귀를 꺼려왔던 문

저임금근로자에게 임금의 8%가 지급되는 고용수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당(prime pour l’
emploi: PPE)을 합한다면, RSA 정

이 법안에서 핵심 논란은‘수당의 수준’
과‘수

책이 단기간 동안에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유리하

당을 위한 재정’확보에 있다. 먼저 RSA의 수준은

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임금근로에서 파트타임근로

임금과 함께 과거 수당에서 임금의 38%를 제외한

와 전일근로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파트타임

금액을 계속 받게 된다. 가령, 448유로(한화 약

근로시장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742,000원)를 RMI로 지급받고 있던 수혜자가 파

한편 이 정책의 제안자인 마르탱 이르쉬(Martin

트타임근로(월 70시간)로 한 달 최저임금 519유

Hirsch) 씨는 과거 실업을 영속시킨다고 비판받았

로(한화 약 859,000원)를 받는다면, 이 근로자는

던 RMI 지원제도를 사회적 구호 삭감이 아닌, 저임

이 임금과 함께 RSA 251유로(448유로-(519유로

금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개선하는

×38%), 한화 약 415,000원)를 지속적으로 수령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이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이전 제도에서 수혜자가

법안은 9월 22일부터 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용으로 복귀하였다면 1,600유로(한화 약 265만

�출처 : 1. <르몽드>, 2008년 8월 29일자,‘Le

원) 이하의 임금일 경우, 처음 3개월은 RMI수당

RSA risque d’
augmenter le travail à

100%, 4~12개월까지는 삭감된 수당(수당

temps partiel,’http://www.lemonde.fr/

100%-임금×50%)을 수령하고, 1년 후부터는 수

societe/ article/2008/08/29/denis-

당의 지급이 정지된다.

clerc-le-rsa-risque-d-augmenter-

한편, 재정 마련과 관련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은

le-travail-a-temps-

2009년 1월 1일부터 자본에 의한 수입(생명보험,

partiel_1089451_3224.html

주식, 부동산임대 수입)에 세금을 1.1% 추가로 부

�출처 : 2. <리베라시옹>, 2008년 9월 2일자,

과하고 이를 통해 RSA의 추가비용을 충당할 계획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l’

이라고 발표하였다. 뤽 샤텔(Luc Chatel) 정부대변

imposture,’http://www.liberation.fr/

인은“이 세금은 한 달에 최대 2유로(한화 약

rebonds/chroniques/economiques/349

3,310원)에 불과하며, 전 국민 중 15%는 연간 20

424.FR.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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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케랄라 주, HIV 감염자 채용 할당제
케랄라(Kerala) 주는 인도 처음으로 공공부문 일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을 보여준다”
고 말한다.

자리를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 할당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케릴라 주에는 약

는 주가 되었다. 케랄라 주 에이즈 관리국(The

25,000명의 HIV 감염자가 있고, 이 중 4,500명이

Kerala State AIDS Control Society: KSACS)은 지

국공립 의과대학병원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치

난 8월 HIV 감염자를 대상으로 KSACS 코디네이

료를 받고 있다. 최근 인도의 몇 개 주에서는 일부

터 채용 지원서를 받았다. 지원 자격은 HIV 감염

보험사가 정부나 NGO 단체의 보조를 받아 HIV

자로 대졸 이상, HIV 관련된 일한 경력이 3년 이

감염자를 위한 보험 출시를 계획 중이다.

상 있어야 한다. 이번 채용은 계약직이며 급여는

중앙정부 에이즈 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15,000~20,000루피(한화 약 37만~50만 원)이다.

2006년도 인도 HIV 감염자는 약 250만 명으로 추

채용에 대해서는 이미 주정부 및 중앙정부 기관지

정되며 성인의 경우 남성이 61%, 여성이 39%로

에 광고가 되었으며,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 에

남성의 HIV 감염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즈 관리국(The National AIDS Control Society)

�출처 : 1. The Economic Times, 2008년 8월 13

에서 부담하고, 일자리는 각 주에서 제공한다. 이

일자,‘Kerala reserves job for HIV

번 프로젝트로 채용되는 코디네이터는 케랄라 주

positive candidates,’http://econo

의 14개 구역에 있는 HIV 감염자들의 네트워크를

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3

형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360561.cms

케랄라 주에는 KSACS의 지원을 받으며 HIV

�출처 : 2. The Financial Express, 2008년 8월 13

AIDS 관련 활동을 하는 일부 NGO 단체에서는 이

일자,‘India’s first health insurance

미 HIV 감염자들을 채용해 왔다. 이들 NGO 단체

polity for HIV launched,’http://www.

와 에이즈 관련 일을 하는 개인은 케랄라 주정부

financialexpress.com/news/Indias-

기관의 HIV 감염자 채용을 환영하고 있다. 전직

first-health-insurance-policy-for-

KSACS 직원이었으며, 현재 개업 HIV/AIDS 컨설

HIV-launched/348474/#

턴트인 하리쿠마(S K Harikumar)는“공공부문에

�출처 : 3. 인도 보건복지부, 2008년 8월 20일,

HIV 감염자 채용할당제의 가장 큰 이점은 에이즈

‘HIV Data,’http://www.nacoonline.

가 더 이상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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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관리직 판단기준 명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8년 9월 9일, 체인점을

간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실제로 근로시간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업 등의 점포에서 일하는

에 관한 재량이 거의 없거나, ② 근로시간의 제재

관리직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지

를 받는 부하와 같은 근무실태가 이루어지는 시간

방노동국에 전달하였다. 이 같은 판단기준 명시는

이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이름만 관리직이고 실제로는 관리직에 상응하는

셋째, 임금 등 처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① 시

권한 및 책임, 보수 등이 보장되지 않아 해당 관리

급으로 환산한 경우 아르바이트/파트타임근로자

직의 불리한 근로실태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등의 임금액에 달하지 않거나, ② 시급으로 환산

의지로 보여진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관리직 판

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인데, 보충

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올해 4~6

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관리직라고

월에 걸쳐 53개사 66개 점포의 실태조사를 실시

인정되기 힘들다. 즉, ① 직책수당 등 우대조치가

하였다.

할증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하

관리직의 판단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결여되거나, ② 연봉이 일

첫째, 직무 내용, 책임과 권한에 다음과 같은 중

반근로자에 비교하여 같은 수준 이하인 경우이다.

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리직이라고 보

각 지방의 노동국(우리나라의 노동청이나 지방

기 어렵다. 즉, ① 아르바이트∙파트타임근로자

노동사무소)은 위와 같은 관리직 판단기준 등을

등의 채용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이 없다. ② 아르

종합하여 관리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체 지

바이트∙파트타임근로자 등의 해고가 직무내용에

도를 하게 된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관여하지 않는

후생노동성이 이러한 관리직 판단기준을 구체

다. ③ 부하의 인사고과가 직무 내용에 포함되어

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기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관여하지 않는다. ④ 근

업이 인건비 삭감을 위해 직함만 관리직으로 하고

무표 작성, 시간외근로(잔업)를 명령할 책임과 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과

한이 없다.

로사의 발생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관리직

둘째, 근무실태로서 지각, 조퇴 등을 하면 감봉,

판단기준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지 주

인사고과에서 부정적인 평가 등 불이익처우가 이

목되고 있다.

루어지는 경우이다. 보충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

함되는 경우 관리직으로 보기 힘들다. 즉, ① 장시

go.jp/houdou/2008/09/h0909-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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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후생노동성, 신규고용전략 추진에 7,101억 엔 계상
후생노동성은 지난 8월 29일, 2009년도 예산의

�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개산요구를 발표하였다. 사회보장의 기능강화를

사회의 구축

위한 긴급대책으로서 7월 29일에 정부가 정리한

- 양성하는 의사수를 늘리고, 의료사고의 원인

「5개 안심 플랜」
의 추진을 위해 3,890억 엔(한화

규명, 재발방지를 실시하는 위원회(의료안전

약 3조 9961억 원)을 계상하였다. 여기에는 파견

조사위원회)의 설치

사원 또는 파트타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고
용안정 대책 등을 위한 재원 442억 엔(한화 약
454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의

� 미래를 담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회

신고용전략 추진에는 여성의 취업을 실현하기 위

- 지방공공단체와 이용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정유아원*의 제도개혁을 검토

한 4,334억 엔(한화 약 4조 4522억 원)과 연령에

- 육아기의 단시간근무제도의 강화, 남성의 육

관계없이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아휴업취득의 촉진 등에 대해서 육아 및 개호

위한 623억 엔(한화 약 6399억 원)이 포함되어 있

휴업법의 개정을 검토

다. 신고용전략 중 2009년도 예산편성과 병행하
여 2008년도 중에 대응을 검토하는 주된 사항, 즉
5개 안심 플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견사원과 파트타임근로자 등의 비정규근로자가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의 구축
- 일용직파견의 규제 등 파견근로자의 대우를

� 고령자가 활력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파견법제의 개정을 검토

사회의 구축
- 안심과 희망의 개호 비전 책정: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와 독거노인의 증가 등에 대응한

� 후생노동행정에 대한 신뢰의 회복
- 후생노동행정의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지역 케어의 구축, 개호를 담당하는 개호종사
자 등 인재 확보, 시설입소자의 병상 악화에

* 인정유아원 : 기존의 유치원이나 보육원을 개편

따른 의료와 개호와의 연계 등의 문제들에 대

한 시설로서, 유치원과 보육원이 가지고 있는 기

해서 바람직한 개호의 모습을 제시하는 안심

능에 주목하여 서로에게 없는 기능을 부가하는

과 희망의 개호 비전을 책정(2008년 이내)

것에 의해 인정유아원으로 인정을 받게 한 제도.

- 고령자고용촉진의 관점에서 재직노령연금제
도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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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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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jp/wp/yosan/yosan/09gaisan/syuyou.html

, http://www-bm.mhlw.go.

중국 : 평균임금 증가 등의 통계조작 논란
일부 언론매체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사회
소비재 매출총액’
과‘도시주민 평균 가처분소득’

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한멍(

)

증가율 간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지난

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조작 요인이 있을 수 없

13일 국가통계국 공보처는 이 같은 통계치는 조

고,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요인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

지난 13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7월분

시로 전체 소득이 증가했으며, 최저임금과 최저생

사회소비재 매출총액은 같은 기간 23.3% 증가, 증

계비의 기준이 매우 낮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크

가율은 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7년

다고 말했다.

12월 이래 증가율이 연속 7개월 20% 이상을 유지

흥미로운 점은 어제 국가통계국이 공식 홈페이

하였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통계에서 올 상반기

지에 경제논평 1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평에 따

사회소비재 매출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1.4% 상

르면 고압세의 통화팽창지수와 자본시장의 조정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올 상반기 도시주

이 주민의 실질소득을 축소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민 명목소득 및 실질소득의 증가율은 각각 14.4%,

지적하고 있다.

6.3%로 전년 동기대비 17.6%, 14.2%에 비해 하

한멍 연구원은 소득과 소비는 결코 일대일의 연

락한 것으로 나타냈다. 소득과 소비의 상승폭과 하

동관계는 아니며, 상반기 물가가 동기대비 큰 폭

락폭 간의 차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

으로 상승했고, 물가상승이 주민의 소비지출을 증

기했고, 얼마전 한 언론매체가 통계국이 발표한 통

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의 가격상승은 주민

계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뿐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약 7%의 오

만 아니라, 지난 7월 29일 국가통계국은 전국 도시

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그는 소득

지역 근로자 연간 평균임금이 1만 2,964위안(한화

은 경제성장 상황에 기본적으로 즉각 반영되지 않

약 206만 원)으로 동기대비 18%로 증가하였다고

고, 현재 거시경제가 과열기에서 안정과도기로 접

발표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자신의 실제 임

어들고 있으며, 소득증가의 감소세가 이런 조정국

금인상률과 발표된 통계치가 많이 다르다며 신뢰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쓰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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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四川省) 지진 재건사업에 대규모의 자금 투입

,’

또한 수요 상승을 상대적으로 촉진시켰다고 분석

http://ww

했다.

w.china.com.cn/economic/txt/2008-

�출처 :

，2008년 8월 15일자,‘

08/15/content_16227762.htm

중국 : 아디다스 하청업체 노동력 착취 실태조사
다국적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연간
이윤이 10억 8천 달러(한화 약 1조 1,100억 원)를

머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도 이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달성했다. 아디다스는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

아디다스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온 20

픽 공식 파트너로서 7천 400만 달러(한화 약 821

세 전후의 여성근로자로서 이들은 주당 6일, 일일

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공장에

평균 10~12시간의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고, 10여

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명이 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퇴직금 및 사

65센트(한화 약 721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큰 충

회보험 등 법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격을 주고 있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에롱에서 일하는

독일 브랜드인 아디다스는 스포츠용품을 생산

근로자는 5분 지각하면 2시간의 임금이 삭감되며,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회사측의 재무보고서에

성따에서는 본사가 현장방문을 할 때에만 근로자

의하면 2004년 영업이익 6억 4천만 달러(한화 약

에게 마스크, 장갑 등의 안전보호구를 지급했으

7104억 원)에서 2007년 10억 달러 이상 기록하여

며, 창따의 근로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며 식

4년 동안 영업이익이 68.28%로 증가하였다. 현재

비가 자동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 스

중국에는 모두 200여 개의 공장에서 25만 명의

스로 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하청

근로자가 아디다스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업체에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실

: China Labor Watch)는

시하고 있지만, 저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은 어쩔

노동감시(
비교적 규모가 큰 성따(

), 웨이리(

), 창에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 등에 있는 하청업체 3곳의 근로조건을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아디다스는 7천 400만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인 세 군데 하청업체 모

달러를 후원했는데, 아디다스가 올림픽에 후원한

두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7천 400만 달러는 시간당 65센트를 받고 있는 25

번 조사는 3곳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나

만 명의 중국 근로자의 피와 땀이라는 사실을 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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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아디다

(

) 등 3곳의 근로조건에 대

스는 많은 명예와 이윤을 얻었지만 근로자들은 열

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 하청업체

악한 근로조건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고

는 아디다스의 기준에 따라 공장을 관리하지 않았

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

고, 저임금, 연장근로, 유상의 기숙사와 급식조건,

는 아디다스에서 일하는 25만 명의 근로자는 결

사회보험 미적용, 벌금 및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코 아니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얻

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있는 아디다스와 같은 기업들이다.

�출처 :

，2008년 9월 3일자,‘
,’http://cache.

이런 까닭에 중국노동감시는 아디다스 중국 하
청업인 창에롱 체육용품 유한회사(
), 쭝산 웨이리 방직품 유한회사(

tianya.cn/publicforum/content/develop/
1/169222.shtml

) 및 동� 성따 신발 유한회사

중국 : 법원, 사직한 10명의 조종사에 800여 만 위안 배상판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중국 동방항공(

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

) 우한(

만, 회사측의 책임자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존중

) 유한책임회사의 조종사 사직을 둘

러싼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항공사측은 사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직한 13명의 조종사에게 총 1억 500만 위안(한화

신체적 노동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높

약 176억 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아 지난 2007년 초 동방항공 우한지사에서 13년

청구한 바 있다. 후베이성(湖北省)이 노동분쟁사

간 근무했던 장( ) 모씨 등 13명의 조종사가 집단

건과 관련하여 청구받은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항공사측으로부터 동의를

규모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 이번 소송은

얻지 못했다. 조종사 13명의 사직에 맞서 동방항

지난 9월 11일 드디어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우

공 우한지사는 총 1억 위안(한화 약 167억 9천만

한시 중급(中級) 인민법원 2심 판결은 10명의 조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종사에게 항공사측이 약 800만 위안(한화 약 13

2007년 후베이성 노동중재위원회는 사직한 13명

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의 조종사는 항공사측에 900여만 위안(한화 약 15

최종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일부 조종사들은 예상

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동방항공사측은 이

내렸다. 노동중재위원회의 판정 이후 3명의 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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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동방항공으로 돌아갔다.
조종사들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다해 솔직히
감당할 수 없다며, 900여 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명확하기 때문에 10명의 조종사는 동방항공측에
총 800여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최
종 판결을 내렸다.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에 대

을 제기하였다. 지난 2007년 11월 우한시 치아코

해 해당 조종사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애써

)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이번 사건을

담담해 했다. 해당 조종사들은 1인당 70~100만

심리하였다. 치아코우 인민법원은 10명의 조종사

위안(한화 약 1억 1,750만 원~16억 7,900만 원)의

는 의무 재직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

손해배상액을 항공사측에 배상해야 한다. 조종사

지했기 때문에 동방항공 우한지사에 위약금, 훈련

들은 앞으로 동방항공사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동

비용 및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1심

시에 민항국(民航局)과 서로 연계하여 향후 대책

판결에서 10명의 조종사는 항공사측에 약 1,000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만 위안(한화 약 16억 7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출처 :

우구(

판결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비공개로 이번

，2008년 9월 12일자,‘10
800

,’ http://www.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2심 판결 역시 1심 판결과

changjiangtimes.com/htm/2008-9-

같은 판결을 내렸고, 일부 비용의 사실관계가 불

12/106283.htm

120_

<<

세계노동소식

북미

미국 : 2042년, 백인은 미국 인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이 최근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2년에는 미국내 백인 인

측된다. 또한 두 민족 이상이 결합된 혼혈 인종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수가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

그러나 무엇보다 소수민족의 증가를 촉진하는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주한 스페인 언어를 사

2050년보다 8년 정도 앞당겨진 결과이다. 인구통

용하는 히스패닉 인구이다. 전체 미국 인구는

계학자들은 미국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국의 학교,

2050년까지 4억 3,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인력, 정치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히스패닉 인구의 성장이 미국 인구

예상하고 있다. 향후 약 40여 년에 걸쳐 비히스패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닉(비라틴아메리카 사람) 백인 인구수는 고령자들

에는 미국 인구의 3명 중 1명은 히스패닉이 될 것

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어, 2030~2040년

이다. 그간 이민은 히스패닉 인구 증가에 주요 원

사이에는 미국내 다수민족으로서의 위상에 변화

인이 되어 왔으나, 지난 수년 동안에는 높은 출산

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율이 히스패닉 인구 증가를 촉진하여 왔다.

미국 백인 인구의 감소 원인은 이민 인구의 증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는 미국 정치에도 영향을

가 및 백인의 낮은 출산율로 분석되고 있다. 2030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퇴한 백인 베이비 붐 세대

년경에 65세 이상이 되는 베이비 붐 세대는 그들

들은 그들 자신과 부모를 위한 연금 및 의료제도

의 부모세대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증가하는 소수민

들의 자녀들 또한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족들은 교육과 일자리 증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게 출산하고 있다. 아시아 인구는 이민과 높은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정치에서 세대간 이슈가

출산율로 인해 인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왔으나 이제는 인종 또는 민족간 입장 차이

있으며, 비히스패닉 흑인 인구는 높은 출산율로

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통계 데이터에

인해 인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따르면, 현재 0~4세에 이르는 인구는 2021년에

에 흑인 인구는 현재보다 1% 증가하여 미국 전체

‘다수 소수민족’
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

인구의 15%를 차지하게 되고, 아시아 인구는 현
재 전체 인구의 5%에서 9%로 증가할 것으로 예

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치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

>>

_121

차원의 선거에서부터 2개국어 사용 교육 및 이에

심히 하고 있는 것도 이 두 지역에 젊은 층과 소수

대한 실행 계획의 준거 마련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민족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지지 세력이 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백인 인구가

어났기 때문이다.

많이 감소한 서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변화된 인구

�출처 : <윌스트리트저널>, 2008년 8월 14일자

구조가 주정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

(Vol. 252, Issue 38),“Whites to lose

주당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특히 네바다(Nevada)

majority status in U.S. by 2042.”

주와 콜로라도(Colorado) 주에서 선거운동을 열

미국 : 전일제 일자리 감소, 히스패닉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
미국 경기의 불황과 함께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

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약 360만 명의 근로자들은

제 근무로 옮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기업 상황의 악화로 전일제 일자리의 근무시간이

다. 이처럼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

감소되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시간

리로 바뀜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바

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0

로 히스패닉으로서 이들은 미국의 소수민족 중에

만 명의 미국인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닉 근로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들은 기존의 일자리에서 해고된 후, 전일제 일

미국 전체 노동인력 가운데 히스패닉 근로자들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제 근무로 일하게 됨에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 6월 30일 현재 전일제

따라 급료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과 기타 복지혜택

근무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근무로 옮긴 근로자들의

에서의 손실도 함께 입게 되었다.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히스패닉들이 다

최근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른 인력에 비하여 시간제 근무로의 이동이 높은 것

경비를 줄이는 가운데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시

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 미노동부 수

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

석 경제전문가이며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의 공공정

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530

책 교수인 해리 홀저(Harry J. Holzer) 교수는 히스패

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전일제 일을 하지 못하

닉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민자들이고 연령이

고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낮으며 비숙련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집단은

다. 이러한 시간제 근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기 쉬워 경제가 좋지 않은 경

에 비하여 약 22% 증가한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

우 고용 상태가 취약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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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히스패닉들의 시간제 근무로의 이동

및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건축 산업의 침체로 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원인은 이들의 취업

한 일자리 감소는 히스패닉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 히스패닉들이 주로 취업해

를 주고 있다. 미국 주택 경기의 하락으로 건축업

있는 분야는 건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서

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전일제 근무시간을 줄임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는 특히

써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왔다. 전일제 취업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증가세

에서 시간제 고용으로 전환된 히스패닉들은 근로

를 보였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비자발적 시간

수입 저하의 어려움과 함께 소득 감소로 인하여

제 일자리의 약 26%는 건축 분야이고, 15%는 도

주택 융자금 상환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민에

소매업이며, 11.5%는 전문 및 기업 서비스 분야

직면하고 있다.

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워싱턴 지역의 경우,

�출처 : <워싱턴포스트>, 2008년 9월 1일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이민자 가운데 약 33%가

‘Hispanics hit hard as workers lose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축 산업에는

hours: more full time jobs turn part-

약 24%가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이와 같이 히스패닉 인력의 고용이 많은 건축

미국 : 일터에서 아기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업들 화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첫 아이를 낳고 직장

workplace program)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

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이 25%에 달한다. 하루

돼 벌써 30년을 맞이하였고 현재 미국내 104곳의

종일 갓난 아이를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일터에서 이를 시행중에 있다. 이 기사에 예로 설

한국의 보육원에 해당)에 맡기는 것이 걱정되기도

명된 밸리 크레디트 유니언 (Valley Credit Union)

하고, 남편과 같이 일할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의 예를 살펴보자. 이 회사는 10년 전 이 제도가

더욱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내

실행된 이래 54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

100여 곳의 직장에서 8개월 이전의 아이를 직장

쳤고 현재는 세 아이들이 일하는 엄마와 함께 일

에서 돌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 화제가

터에 있다. 이 회사의 HR 부사장 데비 샐런에 따

되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 9월15일

르면, 이 제도가 회사내에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자 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공유되기 때문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parenting-in-the-

에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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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시행으로 부모들이 일찍 출근하고 더 열심
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순기능만큼 역기능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아주 작고 가

100여 회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

족 같은 분위기에서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조직에

엇일까?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버지니아 커먼웰스

서는 정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가

대학의 매리 시크리트 교수는“회사는 육아휴직

장 큰 이유는 아이가 사무실에서 돌봐지게 될 경

이나 육아퇴직시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단기적

우, 아이의 엄마뿐 아니라 다른 동료직원들이 일

으로 처방해 파트타임 직원을 쓰거나 다른 직원들

에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

에게 부담지우는 것보다 현 직원에게 이러한 제도

에 대한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나 아이의 대소변

를 통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냄새에 거부감을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이 제도는

마련해 주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낫다고

아주 힘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오하이오의 한 회사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일주

웹사이트인(babiesatwork.org)는 이러한 제도를

일 만에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

시행하는 회사를 열거해 놓고 있다. 육아에 대해

구하고 이 제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민하고 있는‘엄마’
직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매

시도의 하나로서 매우 흥미진진한 실험으로 받아

우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를

들여지고 있다.

데이케어센터에 보내는 것이 비싸고, 육아를 위해

�출처 :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2008년 9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남편 혼자의 급여만으로는

15일자,‘Companies make room for

여의치 않으며, 스스로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baby,’http://www.csmonitor.com/2008/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0915/p15s01-wmgn.html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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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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