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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한국의작업장혁신어떻게할것인가
- 작업장 혁신과 혁신 촉진정책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의 모든 나라 경제가 2008년 8월 말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높게 치솟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믿었던 펀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
보대출 문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세계적 공황급 위기로 발전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실물경제
로 옮아가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첨단기법이 개발된다고 실물경제에서 실질적인 가치창출 없이 금융서비스가 부를 자가증식하는
것은 결코 아님이 드러났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 기업, 산
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부(富)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다양
한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증대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만
을 갖추어 놓는다고 경제성장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혁신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
제성장 과정에서 시장경제가 꽃 필 수 있는 것이다(William Lazonick, 2003).1)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평범한 사실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살아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굴뚝산업으로 간주된 지엠(GM)과 포드

1) Lazonick, William(2003),“The Theory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Social Foundations of
Innovative Enterprise,”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24(1),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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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제대로 혁신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제 미국 자
동차산업은 생존을 위해 미국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같은 미국에서도 항공기 제작이나 여러
서비스업에서는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져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추어 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을 해 왔다. 일본의 제조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엔고와 장기불황 속에서 더욱 혁신을 하며
단련되었고,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작업장 수준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면 대체로 과학기술의 혁신, 발명,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개발,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개발 등,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혁신에
는 이와 같은 기술혁신 이외에도 사회적 혁신으로서 작업장 혁신이 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혁
신에 사회적 혁신이 결합될 때 그 효과가 최고로 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혁신은 대부분
일반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 즉 작업장에서 이루어진다. 일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얼마나
새롭고, 효율적이며, 정성을 들여 그리고 개선을 해 가면서 일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중장기적
으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 독일이나 일본이 제조업에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 수
출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작업장 혁신으로 얻은 높은 생
산성과 품질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업들도 중국과의 가격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장 혁신을 추
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장 혁신은 엔지니어 중심, 기술혁신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혁
신으로서 작업장 혁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역으로 작업장 혁신을 통해서 기업, 산업, 국
가가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더 큰 것이다.
각국의 혁신활동은 대체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내며 혁신
을 잘하는 대기업들의 뒤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다수가 혁
신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부재, 생존에 급급한 사정 등으로 필요한 작업장 혁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고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작업장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펴 왔다. 정부 수준에서 그런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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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발하게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들이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고 영국과 아일
랜드 그리고 일본도 포함된다.
지난 10월 23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한‘작업장 혁신 국제세미나’
에서 핀란드, 아
일랜드,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 혹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작업장 혁신 사
례와 작업장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각국은 중소기업의 작업장 혁신을 지원
하기 위해 기금 조성을 통해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이 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정부는 각 기업들의 작업장 혁신의 정도를 진
단해 주거나 혹은 작업장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네트워킹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한국노동연구원 산하에 뉴패러다임센터를 두고 직접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중소기업
과 공공기관에 무료로 교대조 개편, 학습조직화, 작업장 혁신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작업장 혁신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컨설팅의 확대, 국내외의 혁신 사례 소개 등, 다양한 지
원활동을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작업장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
는 기업, 산업, 국가만이 위기가 끝나고 호황기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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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작업장 혁신 촉진정책 1

Peter Totterdill (UKWON 공동대표)1)

■ 머리말
현재 유럽의 선진산업국들은 성과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장 조직 방식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세계적 차
원에서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직면해, 이들 국가들은 가격우위, 속도, 표준화를 근간으로 하는‘로
우로드(low road)’전략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전략이 될 수 없음을 오랜 기간에 걸친 경
험을 통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업장을 구성하는‘하이로드(high road)’전략을 개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보다 보람있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 전반의 참여를 통한 혁신적
작업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이로드 전략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10월 23일 개최된‘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 국제세미나’
에서 발표
된 것이다. 지면 관계상 전문을 싣지 못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한다. 전문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
이지(www.kli.re.kr) 참조.
1) 저자는 사회적 파트너, 기업 지원기관, 대학 등을 컨소시엄의 형태로 묶어 1998년 설립된 UK Work
Organisation Network (UKWON) www.ukwon.net의 창립멤버이자 공동대표이다. 또 현재 Kingston
University의 초빙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UKWON은 ① 일과 기업조직의 미래를 탐구하고, ② 기업
내 작업조직에서 실행되고 있는 선진관행과 일반관행 간의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유럽이 직면하고 있
는 공통의 딜레마, 즉 생산성과 노동생활의 질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작업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
와 자문에 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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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글로벌 경쟁력과 작업장 혁신 :
성공을 위한 전략 *

■ 미래에 대한 대비
하이로드 전략은 달리 말하면 지식경제로의 성공적인 이동과 연관된다. 선진산업국에서 기업
들은 자사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
용하여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생존한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모든 직원들이 지닌 창의력, 경험,
암묵적 지식을 조직이 혁신을 위한 자원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개인
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기업이 경영, 작업조직, 교육, 훈련,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 작업장에 제기되는 도전 : 하이로드 전략을 향하여
북부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스칸디나비아 기업의 팀기반 작업장, 미국과 일본의 경영
학 이론에 뿌리를 둔 리엔지니어링 기업,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작업조직 등 21세기의 현재 목격
하고 있는 작업조직의 특성은 다양성에 있다. 하이로드 전략은 이처럼 진화하는 다양성에 의미와
형태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하이로드 전략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처방하지는 않지만, 단기
적인 비용위주 조직전략을 지속적인 혁신에 기반한 조직전략과 분명하게 구분한다. 무엇보다 하
이로드 전략은 과거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된 조직의 가치와 목적을 융합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다.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수준 높은 고용을 노동생활의 향상과 병립하고, 고객만족과 직무만족
을 융합하는 것이다. 주주가치가 지배하는 단기적 접근방식은 하이로드 전략이 제시하는 융합
가능성을 낮춘다. 하이로드 전략은 기업 내부와 외부 환경 모두에 대해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역량에 기반한 경쟁력 모델을 제시한다. 하이로드로 가는 여정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여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러나 2002년 EC(European Commission)이 수행
한 HI-Res2) 프로젝트 2가 제시하듯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기업들의 구체적이지만 파편적인
경험을 조합해 보면 하이로드를 향한 움직임의 큰 그림을 얻을 수 있다. 하이로드 접근법의 중요
성은 조직성과, 고용 및 노동생활의 질이 서로 수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상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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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것이다. 하이로드 전략은 단기적이고
도 비용에 대한 고려가 주도하는‘로우로드’전략과는 명백하게 대조되지만 양자에 대한 구분은
상당히 모호하다. 예컨대 팀워크나 자율성 개념은 양자에 모두 핵심적으로 강조되지만, 이러한
혁신적 방식의 도입을 규정하는 과정이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이로드 작업장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경영진을 유혹하는 일시적 해결책이다. 경영 컨설턴
트들과 조직관리 전문가들은 실리적 이점을 강조하면서 비용절감과 고객 만족이라는 즉시 드러
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한다.
엄격한 한계 안에서 직원의 권한 위임과 참여를 규정하는 로우로드 접근법은 직무 확충(job
enrichment)보다는 업무 강도의 강화(job intensification)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예 : Skorstad,
1992). 로우로드 작업장에서도 노동자 개개인 혹은 집단이 사업의 원칙을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암묵적 이해를 토대로 자율성을 허용할 수 있다(Peters,
2001).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종종 자가 착취(self-exploitation)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외부
주도형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받게 됨으로써 대개 오히려 작업상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모순
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작업장의 추가 혁신에 대한 의심과 저항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로우로드에 의한 작업 강도 강화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제품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을 위해 자신의 역량과 창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율
적인 작업장 환경조성 기능을 훼손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쟁
력에 필요한 혁신적 역량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업무 강도의 강화는 결근율과 이직률 증가의 형
태로 추가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하이로드 작업장과 로우로드 작업장에서는 변화가 구성되는 담론(談論) 역시 차별적이다. 일반
적으로 생산성과 비용관리 등 제한적인 측정치가 주도하는 로우로드 작업장은 모범사례(best

2) Work Institute at Nottingham Trent University/UKWON이 주도하고 6개 EC 회원 국가의 파트너들의
컨소시엄이 수행한 Hi-Res 프로젝트(정책 결정자와 사회적 파트너를 위한 High Road of Work
Organisation as a Resource, Totterdill, Dhondt & Milsome, 2002). 이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에서 이루
어진 100여 개 기업들의 구체적인 변화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하이로드 전략에 대한 좀더 나은 이해
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 내부의 변화의 동학에 대해서라
기보다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보다 큰 환경의 작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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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와 업무상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이로드 작업장
의 경우 작업장 혁신에 대한 공통의 주인의식으로 정의하며 노사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구조와 관행에 기반을 두고 서로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관리한다. 이러한
대화는 보다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해 수익성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단기적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양측의 인식에 기반한다.
하이로드 전략은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조직 성과와 경쟁력을 개선하
는 데 초점을 둔다. 직무의 확대와 충실이 필수적이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근무환경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권과 혁신에 대해 더 많은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학습, 건강, 노동생활의 질을 제고한다.
결과적으로 실증적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혁신의 증가, 더 나은 대고객서비스,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비용 절감, 이직률 감소로 연계됨을 보여주고 있다. 직무를 통한 역량 증가는 점점 불
안정해지는 노동시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채용 가능성을 높인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노동시
장에서 기능적 유연성이 커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혁신되면 경제성장이 더 높아지고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이러한 하이로드 작업장을 적용가능한 일련의 규칙들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하이
로드 작업장을 어떤 상황에서건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모델로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작업조직이 조직의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조직 내 대화의 특징, 조직이 경험해 온
독특한 학습과 실험 과정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진화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는 이해 아래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이로드 작업장은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상쟁하는 이해관계에 대
한 최적의 결정을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다. 기업은 어떻게 작업조직의 하이로드 작업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기업은 어떻게 동기를 부여 받고 자체적으로 훈련된 인재를 개발하고 확보할 것인가?

■ 조직 변화의 영역
‘하이로드 작업장으로 가는 길’
은 다양한 기업 형태에 대해 확정적인 조직 방식이 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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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범사례(best practice)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하이로드’
는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학습, 실험, 적응, 혁신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하이로드 전략은 사내의 성찰적 관행이 직원의 지식과 경험
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 지식과 경험의 적극적인 흡수를 자극하는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한다. 이는 또한 제품 및 서비스 혁신과 조직 변화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조직
을 침투 불가능한 닫힌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조직이나 중재자와의 아이디어, 경험을
다각적으로 교류함으로써 혁신 프로세스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직 내 혁신
과정은 해당 부문, 가치사슬, 지역의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과 혁신
의 확산은 가치사슬을 통해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부문과 지식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면서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네트워크가 점점 더 지배적인 조직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은 조직 내적 혁신이 조직 외부와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조직의 변화 과정에 대한 처방은 흔히 합리적이고 선형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가정하고 있지
만, 변화의 실제 관행은 체계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널리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기술, 노동시장은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 및 방법론이 요구된다.
- 처방을 피한다.
-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경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화 과정을 탐구한다.
- 주요 학습 포인트 리스트 이상으로 변화 과정에서 야기된 딜레마와 선택에 대해 보다 깊은
분석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 중복되는 주제와 이슈에 대해 보다 통합된 분석을 촉진한다
- 변화 과정 동안 진행되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지식경제를 위한 변화는 하이로드 작업장, 즉 기획, 품질관리, 문제해결, 혁신의 모든 프로세스
에 팀워크, 상호의존적 지식의 창출과 배포, 맥락을 가진 대화, 학습 방법 등을 동원해 모든 직원
들이 참여하는 작업장에 대한 설계로 출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업조직을 최종 상태가 아닌
성찰적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세스와 조직 설계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특징되는 하이로드 전략은 [그림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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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직 학습과 변화의 영역
경제적 이해당사자

직무디자인/
팀워크

파트너십/
참여
제품 혁신과 제조과정 혁신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

혁신
네트워크

개선과 혁신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지식

공공정책
프레임워크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림 1]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시한다.
- 지식, 혁신, 창의력은 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며 업무 프로세스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협력관계와 대화는 혁신에 대한 자극과 주인 의식이 널리 확산된 작업장 환경에 있어 선결
조건이 된다.
- 팀워크는 일상적인 업무와 진행 중인 업무 등 업무의 모든 측면을 정의하는 특징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팀워크는 공식에 따르는 모델이라기보다 민첩성과 혁신의 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해 직무 설계를 넓히고 계층적∙수평적 경계 설정에 도전하는 작업 조직의 접근법으로 떠
오르고 있다. 또한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조직 공간 사이에는 수많은 무형의 해설적인‘문화’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작업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고 또한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커뮤니케이션, 헌신, 신뢰는 지속가능한 변화 과정의 중심
에 있으며 조직과 서비스의 혁신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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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소, 특히 신기술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단순히 기계와 운영자 간의 관계의 최적화가
쟁점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가능성과 조직의 필요성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한편, 협력관계와 참여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조직은‘설계 공간’
(Bessant, 1983)이나 조
직적‘여유(slack)’
(Boer, 1991)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식, 혁신, 창의력
미래의 기업의 추진력은 지식, 혁신, 창의력의 조직적 집적이다. 지적자본이 가치와 성장의 동력
이 되고 있으며, 업무의 개념 및 계획을 실행과 분리시키는 테일러주의(Tayloristic) 작업장 모델은 이
런 의미에서 혁신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테일러주의는 직원 개개인의 암묵적 지식과 경험
에 대한 조직의 접근을 거부하며 제품∙서비스 혁신과 기능적 유연성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Fricke(1983)는 노동자의 창의적 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업장에서의 민주적 참
여를 크게 강조하면서 혁신 목표와 실행 과정의 체계화에 참여가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식의 조직전환 관행을 지배하는 방식은 기술 지향적이며 직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확
보하여 중앙화하는 데이터베이스화는 형식적 기반을 강조한다. 기존 논의의 상당수는 데이터베
이스의 기술적 가능성만을 증명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지식 축적이나 활용을 촉진하는 사회와 조
직의 관행, 즉 전반적인 지식 창출과 배포에 있어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인 작업장 조직(Fricke,
1983)의 구축은 간과하고 있다.
창의력의 발현과 지식의 조직전환을 위해서는 학습조직화가 핵심적이다. Fricke(1983)은 지식
과 혁신 과정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업장에서 교육과 실행을 결합
하고 학습자가 관리하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종종 노동자들이 잠재력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내부와 외부 상호작용의 복잡한 패턴을 노동생활에 결합함
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학습하는 조직은
단순히 조직에서의 학습과 분명히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학습하는 조직이란“지식을 창
출. 획득, 이전하고 새로운 지식과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는 데 능숙한 조직”
( Garvin, 1993) 으로 정의된다. 학습은 점진적인 적응과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오는 반복적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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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학습하는 조직은“직원들의 학습 역량을 최대화
하고 활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구조, 기술, 관행, 문화를 수정”
한다(Shapiro, 1998; Stalk
et al., 1992).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의 학습은“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구성원의 학습
이 단순히 누적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조직은 두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인지적 체계와 기억력”
(Hedberg, 1981)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Argyris(1977)는 조직에서의 학습과 학습조직, 즉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 사이의
구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개개인이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학습은 조직의 목표
와 정책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단일 순환(single-loop) 학습으로 귀결된다고 보면서, 이는 조
직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행동을 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중 순환(double loop) 학습과 구분
된다고 본다(Shapiro, 1998).
조직의 성과 측정은 지식 창출과 창의력을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이다(Jervis, 1998). 제
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능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생산성’
등 조직의 양적 결과뿐 아
니라 조직적 차원의 혁신도 평가해야 한다. 미래 조직의 성과는 직원의 지식을 공유 자원으로 개
발하고 채택하는 능력에 점점 더 좌우되고 있다. 유럽에서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강조는 작
업장의 협력관계와 참여, 직무 설계와 팀워크, 고용 패턴과 기술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새로운 형
태의 작업조직을 낳고 있다.

■ 협력, 개입, 참여의 구축
사회적 협력관계는 문화, 노사관계, 노조의 힘의 차이에 따라 국가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그리
고 국가 내에서도 부문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작업장 협력관계란 급여와
근로조건, 고용 변화, 조직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의함으
로써 노사관계의 쟁점을 미리 다루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존의 작업장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은 조
직 혁신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자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Dawson, Hague, Knell &
Totterdill, 2002).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는 작업장 협력관계를 작업조
직의 현대화에 있어 주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Savage, 1999; Sharpe & Totterdill, 1999).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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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협력관계는 노동자들이 경영전략을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또 다른 경영학적 유행이 아니라
활력과 영향력을 갖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틀로 간주되고 있다.
협력관계와 참여는 사실상 조직의 모든 단위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협력관계에 대한 협약, 노
사협의회, 대표자 구조 등과 같은 형식적 장치는 조직의 관행과 문화 안에서 협력관계를 확실하
게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혁신의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이 같은 구조와 조치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아래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형태의 협력관
계를 조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조직 변화를 이끌고 정보를 제공한다.
- 조직의 모든 층위에서 성과를 검토한다.
-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을 시도한다.
- 대안적 보상 구조를 만든다.
- 업무 관행과 업무 시간을 검토한다.
-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다.
- 팀워크를 도입한다.
- 가족친화적 정책을 실천한다.
- 경영진의 역할을 평가하고 검토한다.
- 협력관계와 노사관계 발전을 조율한다.
- 잠재적인 법적 영향을 예상한다.

기존의 작업 라인 관리 구조 이외의 대화 통로를 만들기 위해 협력관계 포럼(Savage, 1999)이
나 변화 컨퍼런스(Gustavsen, 1996)를 시행하는 등과 같은 조치는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혁신 잠
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상당한 자원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참여에 기반한 장기전략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협력적 관행에 참여하게 하는 한 수단으로 훈련과 능력개발은 과거의 업무 경험이 극히 부분적
이고 고립된 작업에 제한되었던 직원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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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 경영진은 린 생산 방식의 비용주도 조직이 혁신적인 조직으로 조직 될 가능성이 낮
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한다. 변화를 만들고 지속적인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만들
어질 수 있는 조직적 여유(slack)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그룹 간에 신뢰가 구축된 조직일수록 협력관계가 발전한다. 신뢰 구축
의 방법과 상징은 조직에 따라 다르다. 어떤 조직에서는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 합의로, 다른 경우
는 경영진 주차 공간 또는 직원용 별도 식당과 같은 계층과 특권의 상징을 없애는 방식으로 신뢰
를 쌓을 수 있다. 한편 협력관계를 일상의 작업장 및 경영 사안에 통합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협력관계는 각종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분배상의 협
력관계 또는 이익배분제 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

■ 직무 설계와 팀워크
노동자들이 스스로 역량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 구축은 직무설계
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직무설계 표준(TNO, 1995)에 따르면, 모든 층
위의 직원들은 다른 이들과의 협력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상 업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
어야 한다. 또 동료들과의 수평적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회를 충분히 가져
야 한다. 업무 실행의 변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직원의 능력은 직업적 학습의 전제일 뿐 아
니라 작업상 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문제해결, 학습,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수시 협력,
공식적 논의와 비공식적 논의, 업무외 사회적 접촉의 다양한 형태로 빈번한 수평적∙수직적 접촉
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 전반에 걸쳐 개개인이 지식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거나 즉시 접근할 수 있도
록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조직 전반의‘인식 능력의 배분 및 확산’
이 필요하다. 이 때 핵심 개념이
팀워크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팀작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Procter & Sherrin, 2002):
- 업무 할당
- 작업 속도 조정
- 모집과 교육 등 인력구성 사안
-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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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가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공동체 의식’
의 제고 또는 직무확대(job enlargement)
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하이로드 작업장에서 팀워크는 전체 조직의 직무, 제도, 절차에 대한 근
본적인 재평가를 포함한다. Mueller & Purcell(1992)는 GM/Opel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기반으로
팀워크의 현대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팀은 공통의 작업을 수행한다.
- 공간적 측면에서 업무는 집중되어 있으며 식별할 수 있는 영역을 갖는다.
- 과제 할당은 주로 팀에서 조직한다.
- 팀은 다기능의 획득을 장려하고 조직한다.
- 시간이 가면서 의사결정권과 적절한 수단을 갖게 된다.
- 팀 대변인/리더가 있다.
- 팀은 누가 합류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팀을 단순히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집합과 구분하는 것은 공식적인 라인 관리(line
management) 구조와 결부되는 자율성의 정도이다. 그러나 팀 내에서 발생하는 대화와 혁신의 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팀이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분권적 단위 이상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팀원은 내부의 경계 설정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상당한 수준의 성찰 능력
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Gustavsen, 1996). 각 구성원이 지닌 특정 지식이나 전문성의 가치를 인정
하고 이를 제품과 작업장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는 팀은 생산성 제고와 노동 생활의 질을 상호 병
립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팀워크를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별도의 관행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팀워크는 작업조직과 관리
전반에 확산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하이로드 작업장에서는 지식, 상이한 이해를 지닌 다자간 협
력관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팀 기반의 관행은 이러한 협업의 실현에 있어 중심이 된다. 이 같
은 맥락에서 [그림 2]는 팀워크, 기업 전체, 파트너 조직 사이에 상관적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다.
로우로드 작업장의 경우 직무순환을 통해 얻은 기능적 유연성은 고용주를 위한 유형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동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직무 확대는 직무 확충(job enrichment)보다는 직원
에게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하이로드 작업장에서 팀워크는 직원
들이 유연성을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전략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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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팀워크와 협력 관계
혁신을 향한 경로로서의 팀워크
협력 관계
지식 확보 & 배포
개발적 학습
시장 & 사업 전략
작업장 혁신
전략적 파트너와 접촉
제품 개발

확장된 팀워크
일정 관리
유지보수
공급업체 관리
고객 접촉

팀 기반 생산
다기능화
직무 순환

각 팀은 자율적인 일정 관리와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상당한 운신의 폭을 허용받는다. 고객 및 협
력업체와 이루어지는 조직간 팀워크는 ICT가 촉진한 복잡한 제품 네트워크의 출현과 더불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모든 층위의 직원들 간에는 빈번한 수평적 협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듯 확장된 팀워크는 노동생활의 질에 있어 긍정적인 궤적을 제시하고 자기 지향(selfdirection)을 통해 개인적인 개발의 범위를 제시하며 운영적 혁신과 전략적 혁신에 있어 보다 넓
은 관계와 참여를 구축하는 데 중심이 된다.
팀 기반 작업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은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서 창의력 및 혁신과도 긴밀히
연계된다. 일상의 업무 실행과 개발 및 구상 기능에 대한 테일러적(Tayloristic) 방식의 분리는 새
로운 제품 및 서비스 도입시 시행착오의 주기를 연장하고 운영과 개발 부서 간의 정보 흐름을 억
제하며 운영 담당자들의 암묵적 지식이 혁신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한계를 안
고 있다.
하이로드 작업장의 팀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상의 운영에서부터 전략적 개발 쟁점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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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양한 수준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다양한 팀을 정의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구조
나 구성원 자격이 아니라 대화, 의사결정, 책임성에 관한 관행의 성격이다. 수평적 경계 설정과
수직적 경계 설정에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러한 흔치 않은 관행은 팀워크의‘근본적인 잠재
력’
을 분명하게 한다.

■ 통합된 작업장 혁신
작업장 혁신을 예측가능한, 정해진 최종의 어떤 상태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변화라기보다는 조
직 전체에서 계속되는 혁신, 성찰, 학습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작업조직은 이러한 과정이 누적된 결과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조직 변화는 지속적인 혁신과 자원 제공을 요구한다. 일시적 해결책을 통해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제는‘모범사례(best practice)’
를 모방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개발 과정을 지향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Belussi and
Garibaldo, 1995; European Work & Technology Consortium, 1997).
따라서 조직의 변화는 지속성과 실패에 인내하는 능력을 담보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조직, 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습하는 조직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며, 다양한 출처를 통
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배포하며 사용한다. 변화하는 조직은 또 외부 지식, 도움,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사회적 파트너(Beese et al., 2004; van Klaveren, 2004), 기업 지원 조직
(Claussen, 2004; Ennals, Ford & Totterdill, 2004; Gustavsen, 2004), 대학(Brulin, 2004) 모두 작업
장 혁신을 위한 자원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외부 조직의 다양한 선진적 관행 모델을 비판적
으로 평가하여 내부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동료와의 의견 교환(peer-exchange)과 검토 기회
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조직 혁신자‘외로움’
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다. 타 조직 방문 등을 통
한 다른 대안의 비교도 조직의 혁신을 지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외부 촉진자는 협력관계 관행의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특히 유용하며 이러한 관행은 다시 다른 조직의 혁신을 뒷받침한다(예 : 참조 Hague, den
Hertog, Huzzard & Totterdill, 2003; Savag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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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하는 경영진의 가치와 태도는 변화 과정의 특성과 효과에 크게 영향
을 준다.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 전체 인력의 전반적인 개입과 참여가 요구된다.
직원용 비디오, 기업간 직무 교환, 포럼 극장, 카페 세미나와 같은 새로운 수단과 방법은 직원들
의 경험과 창의력 공유를 촉진한다(Banke et al., 2004; Banke & Holsbo 2002).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점과 더불어 창의적인 자각이 계속되고 있다.
작업장 혁신에 대한 라인 관리자(line manager) 참여의 성격과 범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사
회 또는 임원진이 채택한 진보적인 정책과 접근법이 현재 상황에 강력한 심리적 기반을 갖고 있
는 중간관리자와 라인 관리자의 저항과 타성에 의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은 종종 목격할 수 있
다. 관리자는 문제 해결, 개선, 혁신에 대한 직원과 팀의 참여를 억제할 수 있으며 직원들도 가능
한 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관리자를
개선과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자원으로 다시 참여시키기 위해 조직구조 개편을 고려할 수 있으
며, 관리자 스스로가 보다 개방적이고 추론적 접근법을 통해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라인 관리 기능을 없애는 방법 역시 경우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혁신적 경영진과 리더십은 작업장 혁신의 조건으로서 필수적이지만 선형적이고 계획된 방식
으로 변화를‘관리’
하는 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변화는 여러 부문의
의견에 기반해야 하며, 그 과정 역시 혼란스러우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성공
적인 변화의 조건이 된다.

■ 작업장 혁신을 위한 정책
하이로드 작업장은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풍부한 의견, 연구, 관행을 유
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를 지속하려면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 자원을 풍부히 하고, 대화와 기회
를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이는 정부, 사회적 파트너 조직, 개발 단체, 학계에 있어 공통의 과제가
된다. 공공 정책은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작업조직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 집단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각 산업 부문에서 광범위한 전문 지식사회를 구축하며 변화를 지원하는
신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경쟁이 아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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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한다.
하이로드 전략에 입각한 혁신의 확산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 경영진, 사회적 파트너, 기업 지원기관의 혁신적 관행과 이러한 관행의 이점에 대한 낮은 인
식 수준
- 조직의 학습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증거 제시 방법과 자원의 미개발
- 지식기반의 업무 서비스와 기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의 부족
- 직업교육과 훈련이 새로운 형태의 작업조직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제공하는데 실패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정책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에는 여전히 단편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에 바탕해, 현 정책수단을 보완할 포괄적 접근
이 요구된다.
- 작업조직에서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이 상호 지식을 비교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이에 지식을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다.
- 기업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용
자의 학습네트워크가 부재하다.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연장된 기간 동안 지식과 경험의 교
환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작업 조직에 대한 지식은 종종 컨설턴트의 상품이나 처방전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
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작업장 혁신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위해 보다 정교한 도구와 자원이 필요하다. 기술관료주의 또는 상명하달의 조직적 해결보다
는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수립해야 한다.
-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연구와 관행에 대한 통합이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작업장 혁신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방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연구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 새로운 지식이나 혁신적 관행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 결과를 적극적으
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활동이 누적 학습과 집단 학습 과정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여 중복되
는 부분을 줄이고 연계한 효과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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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수많은 모범적 이니셔티브가
마련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가치창출 2010 프로그램(Claussen, 2004; Gustavsen, 204), 핀란드의
작업장 개발프로그램(Koski & Piirainen, 2004) 등은 앞서 명시한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며 설계와
제공 모두에 있어 공공정책 결정자와 사회적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하는 노력으로 주
목할 만하다. 상당수 기업이 작업장 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의 사례 역시 작업장 협력관계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 향후의 과제
작업조직의 설계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영향 아
래 놓인 경영진이 로우로드 전략을 거부하기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규제적 조
치(위생과 안전, 고용관련법 등), 프로그램을 통한 조치(작업장 혁신을 위한 보조금과 장려금), 관
련 인프라 구축 조치(네트워크 구축, 개발 제휴) 등 형태에 상관 없이 공공정책은 분명 경영환경
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경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개별 조직, 더 크게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이로드 전략을 로우로드 전략과 개념
적으로 분명히 구분짓는 한편, 미래에 대한 새롭고 보다 포괄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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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작업장 혁신 촉진정책 2

Tuomo Alasoini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 TYKES 프로젝트 국장)

■ 핀란드 작업장혁신 프로그램의 도입
1996년 초 경제협의회는 리포넨(Lipponen)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업장개발 프로그램
(TYK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동부와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 프로그램은 본래 4년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2000년 초에 이르러 리포넨 2기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년 더 연장되
었다. 양 기간 동안 TYKE 프로그램의 3대 주요 활동은 핀란드 작업장 내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작업방식 변화 추진, 작업장혁신에 관한 정보 확산 및 작업장혁신에 대한 전문
성 강화였다.
이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약 670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했고 총
135,000명과 약 1,600개의 작업장이 사업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각 작업장의 요구사항
에 기초한 개발 사업이었으며 사업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였다.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작업공정, 노동 공동체의 기능, 인력관리, 팀 기반의 작업조직, 외부 네트워킹, 개발 전문지식, 노
동능력과 일터에서의 복리 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프로그램은 단기간의
소규모 기초 분석(몇 달간 진행되는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으며, 서너 개의 기업으

� 이 글은 2008년 10월 23일 개최된‘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 국제세미나’
에서 발표
된 것이다. 지면 관계상 전문을 싣지 못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한다. 전문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
이지(www.kl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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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핀란드의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로 구성된 조직적 혁신 창출과 장기적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사업도 지원
했다.
프로그램 지원은 사업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투입에 역점을 두었다. 전체 지원금 가운
데 약 45%가 컨설턴트 비용에 들어갔으며 대학, 국가 연구소, 기술대학 등의 전문가는 전체 지원
금의 3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다른 교육기관과 작업장에서 온 개발자들도 전문가로서 사업에
참여했다. 작업장도 사업에 기여했는데 주로 근로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공하거나 전문가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업종을 망라하는 다수의 핀란드 작업장이 TYKE 프로그
램에 참여했다. 산업과 건설 부문의 작업장은 1차 기간(1996~1999년)과 2차 기간(2000~2003년)
각각 52%와 39%로 전체 지원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간 서비스부문이 전체 지원금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0%로 증가했다. 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2차 양 기간
동안 30%를 약간 밑돌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농업, 임업과 제3의 부문 작업장들도 모두 프로
그램에 참여했다. 1, 2차 기간 동안, 금속산업과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부문이 가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 외에도 1차와 2차 기간 사이에 나타난 눈에 띄는
변화는 2차 기간 동안 기업의 작업장 혁신사업에 제공된 총 지원금 가운데 중소기업(직원수가
250명 미만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서 68%로 뚜렷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4년 초 노동부는 TYKE, 국가생산성 프로그램(National Productivity Programme,
1993~2003)과 일터에서의 복리 프로그램(Wellbeing at Work Programme, 2000~2003)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 TYKES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TYKES는 반하넨(Vanhanen) 정부의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두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노동부와 노사단체들은 이를
위한 총 예산을 8,700만 유로(1,390억 원)로 추산했으며 모두 정부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제
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통해 25만 명의 근로자들(핀란드 취업인구의 약 10%)이 참여하는 약 1
천여 개의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TYKES의 내용은 정부 프로그램과 상기 언급된 프로그램의 과
거 경험뿐만 아니라 2002년과 2003년에 실시된 TYKE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Arnkil et al.,
2003)와 사회적 혁신이 그리고 사회적 혁신과 기술적 혁신 간 상호관계가 국가경쟁력에서 갖는
중요성이 증대하는 새로운 혁신 정책 기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다음에서는 핀란드 TYKE 프로
그램의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TYKES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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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핀란드의 TYKE 프로그램 I, II의 성공 정도
매우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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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Ramstad, Elise. 2005. Self-assessment results of the TYKE programme’
s development project(1996~2003)
in examination, in The Finnish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 as an expanding activity: results,

challenges, opportunities, edited by T. Alasoini. E. Ramstad and N. Rouhiainen. Helsinki: TYKES.

[그림 1]에서 보듯이 핀란드에서 1996~2003년 사이 2회에 걸쳐 진행된 정부지원 작업장 혁신
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조직들에 의해 꽤 성공적인 것으로 스스로 평가되고 있다. 원래 계
획했던 목표 달성 정도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88.6~89.8%에 달했고, 전문가들의 도
움을 받은 경우가 82.0~89.5%에 이르렀다. 그리고 원래 계획된 일정 준수, 비용 산정의 정확성,
적용 방법 등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성공적이었다는 비율이 최하 75.4%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KE 프로젝트의 개선실적이 꽤 좋은 편이며, 다른 프로젝트에 비
해서도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 품질, 운영 성과, 고객서비스/유연성, 운영
의 원활함, 팀 중심의 작업, 관리자와 직원 간의 협력, 사회적 관계, 전문적 숙련 개발 기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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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지원을 받은 혁신프로젝트와 품질네트워크 시정부 프로젝트 사이에 약간의 개선 또는
뚜렷한 개선 비율 비교
TYKE 전체
(N=145-148)

TYKE 시정부 프로젝트
(N=69-70)

시정부 품질 네트워크
(N=173)

노동생산성

68

60

51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84

83

64

운영 성과

79

75

63

고객 서비스 / 유연성

75

84

67

운영의 원활함

70

68

48

팀 중심작업

90

93

81

경영진과 직원간 협력

83

81

65

사회적 관계

81

80

65

전문적 숙면 개발 기회

85

89

57

혁신 활동

91

93

77

정신적 복리

71

70

56

활동, 정신적 복리 등 모든 면에서 TYKE 프로젝트는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다.

■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Workplace Development Program : TYKES)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TYKES)은 2004년 초에 시작되어 2009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프로그램들로부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작업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행정의 전략적 운영에서 업무 조직의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 작업장의 운영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경영진과 직원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개발 요구
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범사례 확대도 강조된다. 최소 70%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생산성 및 복지에 긍정
적인 영향이 도출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작업장 수준의 개발업무 활성화, 경
영진과 직원 간 협력 강화, 활동 및 제품의 질 향상, 작업의 생산성 향상, 직원의 직업기술 활용 및
개발 기회 증진에 역점을 둔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약 1,0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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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수는 총 25만(이 중 절반은 여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한 해 TYKES 프로그
램에 1,16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2004~2006년 기간 동안 총 512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산업 및 지방자치 부문이 1/3을 차지했고 이 중 민간부문이 1/4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약 94,000명으로 추산된다. 향후 이 프로그램은 종료된 프로젝트들의 결과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TYKES 프로그램의 중간평가 결과는 2007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TYKES는 경영진과 직원 간 협력에 바탕을 둔 연구에 기반한 업무조직 개발을 지원하며, 이는
직장의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도모한다. TYKES는 실질적인 적용뿐 아니라 조직개
발과 관련된 연구를 장려한다.

핀란드는 국가경쟁력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업무조
직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이란 직장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원이 직장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의 생산성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
을 의미한다.

TYKES는 직장생활의 혁신적 해결법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직장, R&D부서, 정책
입안자 세 주체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에 기초한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삼중나선 모
델(triple helix model)로 불릴 수 있다.
TYKES가 도입한 삼중나선 협력의 당사자는 회사뿐 아니라 공공부문 및 제3섹터 직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핀란드의 질적으로 지
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은 민간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부문에도 적용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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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공공의료보험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또한 광범위한 협력당사
자의 개념은 대학 및 연구기관뿐 아니라 교육부문 및 컨설턴트, 공공당국 외에 사회적 파트너까
지도 포함한다.

TYKES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 된다.
- 공공정책 단계 : 핀란드의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 달성
- 프로그램 단계 :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방법들이 어떻게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촉
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혁신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 생성 단계 :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 직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을 위한 학습
및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 직장별 적용 단계 : TYKES프로젝트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장에서 질적으로 지속가능
한 생산성 성장을 지원하는 운영방식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핀란드 노동부는 2004~2009년도 TYKES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본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8,700만 유로며 연간 예산액은 1,450만 유로이다. 전체 프로그램에 약 25만 명이 참여할 수 있으
며 약 1,000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다.

TYKES의 활동 형태는 ① 직장개발 프로젝트 지원, ② 방법개발 프로젝트 지원, ③ 학습 네트워
크 지원, ④ 직장개발에 대한 정보 배포, ⑤ 직장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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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개발에 대한 정보 배포

TYKES는 본 프로그램이 지원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정보를 배포한다. TYKES가 최우선 목
표로 하는 대상은 직장, R&D부서, 컨설턴트, 노동시장 단체 및 당국, 특히 지역고용 및 경제개발
센터, 산업안전 및 보건 조사단 및 고용사무소 등이며, 주로 출간물, 세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배포한다. 다양한 주체 및 학습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주요 연계개발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직장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강화

TYKES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TYKES의 비전에 따라 업무조직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
련된 직장의 혁신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다. TYKES는 근로현장과 R&D부서의 협력증진을 도모
하며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 및 학사 논문을 지원한다. 대학 및 기술학
교의‘3차 과제(예: 신지식 및 전문기술 활용)’장려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직장개발 프로젝트

TYKES는 업무 성과와 직장생활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직장 운영방식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성과 향상은 작업의 생산성, 제품과 서비스의 질 및 전반적인 원활한 운영 측면의 향상
을 포함하며, 직장생활 질의 향상은 직원의 업무개발 기회 및 업무에 대한 영향력, 업무상 복지,
직장 내 협력 및 신뢰 강화를 포함한다. 관련 직장의 경영진 및 직원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개발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둔다.
① 업무 조직, ② 업무 프로세스, ③ 업무 방식, ④ 직장 내 협력 및 상호교류, ⑤ 외부 네트워크,
⑥ 리더십 및 인사관리, ⑦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⑧ 업무환경
TYKES 내의 프로젝트는 직장개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TYKES는 개발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기초분석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이 자발적으로 개발 프로젝트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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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석에 지원하며 TYKES의 재정지원은 프로젝트에 연구원 및 컨설턴트 투입비용으로 사용된다.

개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영진, 직원, 연구원 대표

각 1명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가평가(self assessment)를 실시한다. 자가평가는 프로젝트의 결과,
성공, 프로젝트 시행방법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TYKES 지원
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TYKES는 자가평가 결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경영진 및 직원 대표는 프로젝트 시작과 종료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가 직장 내 운영
방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TYKES는 이 설문조사에 기반한 핀란드 직장들의 운영방식
개발에 관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방법개발 프로젝트

방법개발 프로젝트의 목적은 새로운 업무, 조직, 경영 사례를 창출하고 새로운 방식, 모델 및 수
단을 개발하여 직장에서의 질적으로 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방법개발 프로젝
트는 가속화되는 지식집약적 경제에 맞게 고안되고 광범위하게 적용 및 확산될 수 있는 가시적
인 방법, 사례 및 해결책에 중점을 둔다. 프로젝트들은 결과가 어떻게 직장, 교육기관, 컨설턴트
들에게 활용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방법개발 프로젝트는 다음에 초점을 둔다.
① 경영 사례 및 업무조직 형태 개발에 있어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
②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변경(예: 제품 생산자에서 서비스 생산자로 변경)
③ 생산자와 고객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는 운영모델
④ 가치사슬 내 상이한 주체들의 시각에서 본 생산 파트너십
⑤ 서비스 생산의 부문간 협력(민간부문-공공부문-제3부문)
방법개발 프로젝트에는 주로 대학, 연구소, 기술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의 R&D 부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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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네트워크 프로젝트

TYKES의 학습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의 결과 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
젝트 활동이다. TYKES의 학습 네트워크는 직장의 R&D 부서와 근로현장의 공동 학습 포럼이다.
학습 네트워크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많은 연구자들과 개발자들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운영개발을 지원하는 여러 직장들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컨설팅 회사, 개발 에이전시 혹은 지역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학습 네트워크의 목적은 참여자들의 개발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R&D
부서와 근로현장의 개발 협력의 다양한 형태를 시도 및 창출하며 핀란드의 직장생활에 대한 새
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개별 학습 네트워크는 단기(약 1년) 및 장기(약 3~4
년) 목표를 보여주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 네
트워크 프로젝트가 중시된다.
①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및 전문성 창출
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네트워크
② 새로운 협력형태 학습,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학습 네트워크
③ 다수의 다양한 종류의 전문기관 및 직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네트워크
④ 분명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학습 네트워크
학습 네트워크 프로젝트에는 주로 R&D 부서의 지원하에 참여한다.

프로젝트 팀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의 KYTES 프로젝트팀이 프로그램 조정을 담당하며 핀란드의 주요
R&D 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에는 핀란드 근로환경기금(Finnish Work Environment
Fund), 산업안전센터, 사회보건부의 VETO프로그램, 유럽사회기금, 핀란드 기술산업연맹의
TRIO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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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그룹

TYKES의 경영 그룹은 고용경제부, 노동시장, 기업단체, 특정 타 부처 및 R&D 지원기관 대표
들로 구성된다. 경영 그룹은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며 연간 목표 및 운영계획
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한다. 프로그램 기간 중반에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임시평가가 실시되며 프로그램 기간 후반부에 최종평가가 실시된다. 경영 그룹은 성과를 노사정
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가 그룹

전문가 그룹은 경영 그룹의 준비기관 역할을 하며 고용경제부, 노동시장 및 기업단체, 사회보
건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은 TYKES가 접수한 프로젝트 지원서를 처리하며 방법개
발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 부서 및 결과활용 증진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전문가 과학 포럼

TYKES는 자문기관으로서 31개 R&D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과학포럼을 두고 있다.
전문가 과학포럼은 프로그램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프로그램 내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제안서를 작성하며 연구에 기반한 직장개발의 전문가들
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의 역할도 담당한다.

지역 담당자간 네트워크

TYKES는 고용경제개발센터(TE Centers)와 산업안전 및 보건 조사단의 지역 담당자간 내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담당 지역에서 제출된 프로젝트 지원서에 대한 성명 발표, 프로그
램 및 결과에 대한 정보 배포, 세미나 준비를 담당하며 TYKES 프로젝트 팀과 협력하여 TYKES와
고용경제개발센터의 서비스 형태의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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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작업장 혁신 촉진정책 3

Cathal O’Regan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NCPP) 작업장전략 총괄)

■ 머리말
지난 5년 동안 아일랜드는 기업의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차원의 전략적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국가작업장전략(National Workplace
Strategy)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장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외국 모델을 살펴보고 이 국가
들이 얻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일랜드 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작업장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노조,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모았고,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광범위한 컨설팅, 연구, 분석, 대
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업장 수준에서 근로자, 노동조합원, 관리자가
직면한 향후 과제에 있어 공공정책이 어떻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작업장 수준에서 작업장 혁
신 및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일랜드의 국가 혁신 체계를 이해하려면 아일랜드의 사회와 경제개발
의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국가작업장전략에 관해 주지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작업
� 이 글은 2008년 10월 23일 개최된‘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 국제세미나’
에서 발표
된 것이다. 지면 관계상 전문을 싣지 못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한다. 전문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
이지(www.kli.re.kr) 참조.

30_

<<

Special Feature

아일랜드의 국가작업장전략*

장 혁신 지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에 관해 국가적 시각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아일랜드가 분
명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것을 달성하였지만, 이러한 전략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NCPP)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National Center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 NCPP)는 사회적 파
트너십(Social Partnership)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틀의 일부로 설립된 아일랜드 정부 기관이다.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는 작업장 수준에서 경영진, 노조, 근로자 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조직
의 변화와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는 국가 혁
신 제도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 중의 하나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
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높은 생활수준, 삶의 질, 미래의 작업장을 개발한다. 국가파트너십
성과센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작업장 협력관계 강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총리에게 조언
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2001년 설립되었다. 2007
년 1월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는 국가경제사회발전청법(2006)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고 설립된
국가경제사회발전청(NESDO)에 통합되었다. 정부 주요 부서를 대표하는 고위공무원1), 노사단체
대표2), 수많은 독립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를 관리한다. 국가파
트너십성과센터는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을 조율하는 담당 부처인
총리실(Department of the Taoiseach)과 주요 전략적 관계를 유지한다.
현재 진행중인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의 2007~2010년 전략은‘아일랜드의 작업장 혁신과 변
화를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제의 주요 대응 요소로서 협력관계를 뿌리내리기’위해 노력함으로써

1) 총리실∙재무부∙기업통상고용부.
2) 고용주의 경우 아일랜드 경제인연합회와 건설산업연맹, 노조의 경우 아일랜드 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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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혁신을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2001년 설립 후 몇 년간 국가파트너십성과센터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파트너십관계에 기반한 진보적 접근법의 보급과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및 사
회적 파트너와 협력해 왔다.
2003년 정부는 아일랜드의 작업장 발전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킨다는 야심 찬 계획을 시작했다. 미래 작업장에 관한 포럼(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을 설립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컨설팅, 연구, 분석, 전략적 기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아일랜드가 가진 장점을 찾아 : 국가작업장전략(Working to our Advantage
: A National Workplace Strategy)’
이라고 명명한 포럼의 최종 보고서는 18개월에 걸친 검토 결과이
며 작업장 발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작업장전략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작업장 혁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NCPP와 주요 부
서3) 및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의 협력에 있어 전략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 국가작업장전략
국가작업장전략(National Workplace Strategy)4)은 2005년 3월 버티 아헌(Bertie Ahern) 당시 총리
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일랜드의 새로운 지식경제에서 나타나는 과제를 다루기 위해 아일랜드 작
업장의 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미래 작업장에 관한 포럼(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에서
국가작업장전략을 준비하였다. 또한 이 전략은 정부, 사용자 단체, 노조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졌다.
지식기반경제로서 아일랜드의 경쟁력은 혁신적 작업 관행을 통해 변형적 변화를 달성하는 조직
3) 총리실∙재무부∙기업통상고용부.
4) 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2005), Working to Our Advantage: A National Workplace

Strategy, ISBN 07076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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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 국가작업장전략의 중심 명제이다. 또한 작업장 혁신이 아일랜드의
국가 혁신 제도의 주요 기반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작업장에 변화가 필요한가

국가작업장전략은 작업장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주도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강조한다.
- 아일랜드는 10년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했지만 계속하여 경쟁력을 잃고 있다. 경영관행,
업무 조직, 직원들의 참여와 몰입은 모두 회사∙기업 내에서 노동생산성과 혁신 역량에 중요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식집약적 업무의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업무와 작업장을 구성하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빠르게 지식기반사회로 이
전하고 있다.
- 아일랜드의 인력은 보다 다양해지고 업무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근로자의 연령 증가,
고용시장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비율 감소, 여성 노동력(workforce) 참여 증가, 고용 패턴의
다양화, 인력의 인종 다양화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 인력의 인구적 구성이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업무와 공공서비스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조직은 변화를 기대하고 자
신의 장점으로 바꾸면서 적응하는 조직이다. 아일랜드 경제에 대해 앞서 살펴본 과제로 볼 때 작
업장 변화와 혁신은 역동적이며 포괄적인 지식기반경제와 사회로서 아일랜드의 미래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몇 년간 작업장 발전에 관한 아일랜드의 선택은 개인, 가족, 기업, 경
제의 지속적인 성공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현재 아일랜드의 작업장에 영향을 주는 변화의 규모와 빠른 속도이다. 경
쟁과 기술의 결합, 지식사회로의 이전, 사람들의 변화하는 니즈,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에 대한 요
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작업장 모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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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추구

작업장의 혁신은 국가적으로 혁신을 위한 전반적인 추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혁신과 기술
기반 개발은 R&D와 마찬가지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작업장 역량 개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아일
랜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몇 십 년간 외국 소유의 지식
집약적 산업을 끌어들이는 데 크게 성공했지만 국내 혁신기반은 취약한 상태이다. 아일랜드 경제
를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기술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만들어졌으며 예전부터 아일랜드는‘기
술 생산국(technology maker)’
보다는‘기술 도입국(technology taker)’
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
한 불균형을 다루려면 과학과 기술에서 R&D와 대학 연계에 대한 투자가 작업장의 혁신과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선발 주자(early mover)의 이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 중 일부는 경쟁에 대처하는 데 있어 작업장 혁신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작업장 전략을 개발하고 조율하는 국가
는 드물다. 국가작업장전략은 아일랜드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작업장전략은 아일랜드 경제에서 사용자, 관리자, 노조, 근로자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보
여준다.
- 높은 성과와 혁신에 관련된 포괄적이고‘많은’업무 관행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5)
-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개입과 참여가 부족하고 작업장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해 고르지 않
은 투자로 인해 인력 활용이 낮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직업이동성 제한, 금융자원과 인적자원관리의 과다한 중
5) 예를 들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근로자의 재정적 참여, 팀워크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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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집중화, 전략적이고 분산된 HRM의 활용 부족, 지식 관리와 성과 관리제도의 활용 부족,
제도적 경계의 통합 부족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효과적인 논의 실패, 직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많은 작업장
이 변화에 대한 역량 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다.
- 읽고 쓰기 능력, 수학적 사고 능력, 외국어에 있어 기본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작은 조직을 중심으로 경영과 리더십, 교육 제공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상당한 비율
의 직원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 기술 수준이 낮은 직원, 노령 근
로자에 대한 작업장 교육이 불규칙하다.
- 점점 많은 아일랜드 작업장이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한 관행을 마련하고 있
다.6) 그러나 관행의 보급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 아일랜드 노동력이 직면한 접근의 문제가 있다. 특히 장애인, 노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에 속한 근로자는 노동력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육아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OECD 기준과 비교해 계
속하여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 미래의 작업장에 대한 비전
국가작업장전략은 아일랜드의 작업장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갖고 설립되었다. 이 비전은 서로간
에 연관된 9개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아일랜드 작
업장은 ① 민첩하고, ② 고객 중심이며, ③ 지식집약적이고, ④ 네트워크를 갖추며, ⑤ 생산성이 높아
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작업장은 직원들의 니즈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비전은 작업장이 ⑥ 직원들의 니즈에 반응하고, ⑦ 참여적이
며, ⑧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⑨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자율권을 포함하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근로생활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권을 제공, 상의와 의미 있는
참여, 훈련과 학습에 대한 기회, 가족친화적인 정책, 유연한 근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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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혁신과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미래 작업장에 관한 포럼(Forum 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에서 파악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작업장전략은 작업장 부서에 대해 조율한 접근
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조율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만
들어져 있다.
-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 변화에 대한 역량
- 미래를 위한 기술을 육성
- 기회에 대한 접근
- 노동생활의 질
이와 같은 5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는 국가작업장전략에 대해 초기에 합의한 권장사항과 실천
의제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구축
국가작업장전략의 첫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인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구축(a Commitment
to Workplace Innovation)은 기업 차원에서 작업장 혁신의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개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의지’
란 작업장 혁신의 수용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의 침
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을 통해 혁신에 대한 접근법을 강화해야 하는 EU, 국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강조한다.
- 혁신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 혁신의 체계에 있어 작업장 혁신의 역할을 인정하며
- 작업장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관행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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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위해 국가작업장전략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들이
조직적 개발과 적절한 작업장 태도와 관행의 수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작
업장 혁신’
이란 이러한 관행을 전사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이다. 크
기와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서 작업장 혁신을 필요로 하지만 국가작업장전략은 중소기업
과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작업장 혁신에 대한 의지 구축에 있어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주요 진행 상황은 다음
과 같다.
- 국가작업장전략을 위한 고위 실행그룹(High Level Implementation Group for the National
Workplace Strategy) 설립
- 작업장혁신기금(Workplace Innovation Fund) 구성
- 국가작업장전략 대중인식 캠페인 수립
- 작업장 혁신을 측정하고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일관적인 전국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현재 국가적 협약인 Towards 2016에 국가작업장전략 강화
-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에 대한 정책 선언문(Policy Statement on Innovation)에 작업장
혁신을 국가 혁신 제도의 주요 요소로서 강화7)

■ 고위실행그룹
2005년 3월 31일 국가작업장전략이 출범할 당시 총리는 노동부 산하에 고위실행그룹(High
Level Implementation Group)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적 정책과 지원 제도가 국가작업장전
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미래 작업장에 관한 포럼(Forum
7) http://www.entemp.i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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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Workplace of the Future)이 고위실행그룹의 설립을 제안했다. 다양한 대표 집단으로 구성
된 고위 그룹을 설립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영
역의 사안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치하는 정부와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
포럼은 주장했다.
고위실행그룹은 가능하면 국가작업장전략의 실행을 위한 협력관계 기반의 응집된 접근법을
만들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위실행그룹은 기업통상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첫 2년 동안 노동부 장관이 고위실행그룹 의장을 담
당했다. 고위실행그룹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노조와 노동 문제를 담당하
는 기업통상고용부 고위 공무원이 현재 의장을 맡고 있다. 고위실행그룹은 정부 부서, 국영 기업,
사회적 파트너의 고위급 대표자로 구성되며(그림 1 참조), 이들 각각은 다양한 작업장 개발 사안
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고위실행그룹의 구성

국립협력성과센터

기업통상고용부

아일랜드 연합노조

아일랜드
경제인연합회

교육과학부

고위실행그룹

재무부

기업, 통상, 과학,
기술, 혁신 에 대한
국가정책
자문 기구

법무평등법개혁부

직업고용기술
교육센터

38_

<<

총리실

■ 작업장혁신기금
국가작업장전략은 기업에서 인력개발, 조직 변화, 평생학습에 대한 혁신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
해 3년 전용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국가적 협약인 Towards 2016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파
트너간 협상에서 작업장혁신기금을 설립하여 민간부문 중소기업의 작업장 혁신 계획을 지원하
는 데 3년간 약 600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논의하였다.8) 기존의 기업 개발 단체인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가 NCPP과 공동으로 이 기금을 관리한다.9)
이러한 새로운 기금 제공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로서 참여와 협력관계 형
태의 관행의 개발을 강조한다. 기금 제공은 과도기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
을 기반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며 성공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계획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리더십
의 참여와 협력관계에 기반한 변화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전략적 역량 개발, 변화에 대한 근로
자와 노조의 역량 육성, 근로자의 기술, 지식, 동기부여 개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무엇보다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 위치에 있어 제안한 작
업장 혁신 프로젝트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10) 신규 고용창출과 기존 고용 유지에 있어 제안
한 프로젝트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
어 경영진과 직원들의 협력에 관한 증거를 고려한다.

2007년 4월 신청을 처음 요청한 이후 총 26개 회사가 이 기금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중소기
업’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즉 종업원 250명을 넘는 회사들도 제한적인 숫자로 작업장혁
신기금에 포함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NCPP와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는 작업장혁신기
금에 의한 기금 제공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와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 3곳과 논의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던 건설업에 대해서도 작업장혁신기금을
8) 산업무역고용부를 통해 기금을 제공한다.
9) http://www.enterprise-ireland.com
10) 기업의 총 생산성, 생산량, 수출 잠재력에 관해 제안한 프로젝트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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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국가작업장전략 대중홍보캠페인
고위실행그룹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국가작업장전략과 국가작업
장전략이 제공하는 틀에 관해 모든 경제부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2006년,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에서 국가작업장전략을 홍보하기 위해 대중홍보캠페인 준비를 지원하는 자원이 제공되었다.
NCPP가 운영하는 이 캠페인은 2007년 5월에 시작되어 2008년 7월까지 2단계로 진행되었다.

■ 작업장 혁신을 위한 데이터인프라 구축
EU 전역의 CIS 데이터와 연계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통계청이 수행하는 체계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혁신의 분석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은
NCPP 등 주요 정부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적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전략 덕분에 중앙통계청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는 기업의 혁신 성과에
대한 정보 등 전략적 질문에 관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소중한 보완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NCPP는 연간 전국고용조사(National Employment Survey) 2009년 판에 포함할 새로운 연구 모
듈에 대한 계획을 중앙통계청과 현재 최종 마무리 중에 있다. 변화관리역량(Capacity for Managing
Change)에 초점을 두는 이 새로운 모듈은 5년 주기로 반복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업
11,000개와 근로자 100,000 명을 샘플로 하며 변화와 혁신을 관리하는 기업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작업장 관행, 정책, 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NCPP는 부문별 작업장 혁신의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사는 민간부문과 보
건 분야의 작업장 혁신에 초점을 두었다. 전국적인 조사와 국제적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2009년
과 2010년 커뮤니티혁신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를 발표하면 작업장 혁신에 관한 부
문별 관점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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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들의 노동정책 및
고용정책 비교
Jennifer Clark (미국 조지아공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 개요 : 노동정책으로 조율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정책분야에 산재함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의 초점은 외교정책에서 최근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 금융시장, 주택시
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경제정책으로 옮겨갔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노동정책은 선거운동의 쟁점이나 정치토론의 전면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사실 이
번 대선의 후보로 나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민주당, 일리노이주)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
애리조나 주)의 정책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계, 노동 및 노사관계 전문가가 흔히
‘노동정책’
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유사한 제목을 달고 있는 다양한 정책 분야와 입법안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 양 후보 모두 선거운동용 웹사이트에 노동정책이나 고용정책을 주요 쟁점 분야로
올려놓지 않았다. 다만, 노동과 고용정책에 관한 개인적 정책 성향이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동
안 견지해 온 입장차를 반영하는 특정 고용정책이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 2008년 11월 5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위원이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조금 늦게 실려
서 아쉽지만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 글이 앞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
책 및 고용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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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에 대해 양 대선 후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고용관계 규제
에 대해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역사적
으로 노조 결성, 단체교섭, 일자리 보호를 통한 소득보장, 최저임금, 작업장 수준의 의료 및 퇴직
관련 혜택, (인종, 성별, 최근 들어서는 성지향성,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채용, 승진, 보상, 해고의
차별적 관행의 규제 및 금지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노동자 친화적 의제를 옹
호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규제중심적 접근법을 피하고, 고용관계에서‘자유방임’
적
접근법을 중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이 강압적이라며 이를 반대하
고, 노동자 개인이 고용주와 개별 고용계약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보험이나 퇴직관련 제도 등) 작업장 수준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고
용주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즉 노동
자에게 건강이나 퇴직관련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세계경제에서 경쟁
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차별의 문제를 보다 제한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은 개별적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두 대선 후보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은 이들 후보가 속한 정당의 대립하는 이념적 성향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후보가 특정 정책에 대해 견지하는 입장은 포괄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입
장으로서보다는 다수의 직무관련 정책 표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육아보조금지급,
육아/간호휴가를 신청한 가장의 일자리 보장과 소득지원, 직장내 차별 금지, 탄력근무제 등)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의 경우 오바마 후보의 입장은 정책자료집 중‘직장∙
가족 양립’
이라는 표제 아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매케인 후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정책 분야인
여성과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보호는‘경제 변화 속 직장내 유연성’
과‘직장내 유연성과
선택’
이라는 두 가지의 표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어느 후보도 이들 정책을‘노동정책’
으로 부각
시켜 분류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노동정책, 고용관련 규제,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안정 등에 관한 정책 이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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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입장과 선거운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미 의회에 상정∙심의 중인 입법안과 관
련하여 미 노동 및 고용정책 중 차기 정부에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이들
정책에 대해 오바마 후보와 매케인 후보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입법안에
는 ① 계약조건과 규정 또는 고용, ② 직장의 임금 및 혜택 등 미국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간주
되는 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1993년도 가족의료휴가법(FMLA) 확대 적용과 심의 중인
근로자자유선택법(EFCA) 등 두 가지가 있다. 이외에도 심의 중인 입법안이 몇 개 더 있다. 이들
법안은 부시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사법부의 반노동적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둘
째, 본고에서는 심의 중인 입법안 외에도 연금보장(retirement security), 연금, 사회보장 등 최근 세
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정책 이니셔티브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차별관련 규제와 관
련하여 심의 중인 입법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 기존 법률 개정 제안 : 근로자자유선택법(EFCA) 및
가족의료휴가법(FMLA)
미 노동 및 고용정책에서 차기 정부 중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에는 ① 근로자자유선
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 : EFC), ②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FMLA)이 있다. 노조조직 및 단체교섭에 관해서는 오바마 상원의원은 근로자자유선택법를 옹호
하는 반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기존 노동법을 검토하고‘현대화’
할 대통령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양 후보가 모두 기존의 가족의료휴가법(1993)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오바마 상원의원은 가족의료휴가법의 범위와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매케
인 상원의원은 가족친화적 직장법(Family Friendly Workplace Act)이라는 대안적 정책틀을 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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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유선택법(EFCA, HR 800/S 1041)은 2007년 봄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2007년 여름 미
상원에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노동법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고 신경제 하에서
노동자의 노조 조직력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1935년 제정된 미국 노사관계법이 제조업 중심의 산
업노조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근로자자유선택법은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평생고용 개념이 급속도로 쇠퇴하는 추세를 인식하여 패러다임을 변경하고자 한
다. 주요 목적은 다수 노동자 대표체(unit)를 결성한 후 사용자와 노조대표 간의 교섭이 시작되는
시기와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다. 사용자는 기존에 최소 30% 이상의 노조결성 선거참여 동의서
(card drive) 확보한 후 미국 노사관계위원회가 감독하는 선거를 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
반수의 노조결성 선거참여 동의서가 있을 경우 최초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노조 결성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변경할 경우 노조 결성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보복하
는 시간과 노조 반대 캠페인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괴롭히거나 해고)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미국의 최초 교섭제도는 캐나
다의 현 제도와 유사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파업근로자를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금
지되며 (미국 노사관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에서 파견하는) 노동임명관이 노동자의 권익을 옹
호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부당처우 없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국 노사관계위원회의 근로자
권리 옹호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천명하였다. 오바마 상원의원과 바이든
상원의원은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을 옹호하고 있으며 오바마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이기도 하다. 2007년 6월 오바마 상원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1) 오바마 상원의원은 2007년 6월 20일 근로자자유선택법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http://obama.senate.gov/press/070620-obama_calls_for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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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직장 노조결성 과정은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노조결성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
고 있다. 근로자자유선택법안에서는 노동자가 과반수의 서명과 카드 체크를 통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강화된다. 노조결성은
1)
노동자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즉 노동자의 자유선택 사항이 되어야 한다.”

매케인 상원의원과 페일린 주지사는 기업연금의 이동성과 현 노동법의 현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작업장 유연성을 증대할 것을 제안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2007년 6월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른바 2007년도 근로자자유선택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 법안명 자체
가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근면한 미국 노동자가 피해
2)
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근로자에 대한 기만이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에 대응하여 2007년 비밀투표보호법(Secret Ballot Protection Act)을 공동
발의하였다. 그는 근로자자유선택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노조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노조 조직세
력이나 친노조 성향의 동료에게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7년 미 상원에 상정된 관련 법안 중에는 숙련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건설노동자의 재강화
법(RESPECT)이 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직업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 때문에‘감독관’
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들을 교섭단위에서 제외시킨 미국 노사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 법
안은 간호감독관의 노조 결성권을 부인한 오크우드 헬스케어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
이다. 오바마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미 상원에서 발표, 2007년 6월 26일, 의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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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상원의원은 노동자의 노조 결성을 위한 보호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노동법을 강
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주로 세제혜택을 통하지만 동시에 직접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근무환경/조건의 유연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또한 근로가정에게
다양한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연방정책도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의료휴가법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오바마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직장이 가족을 위해
‘일’
하게 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정책 의제를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 의제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
저 가족의료휴가법 적용대상을 기존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
이 들어 있다. 또한 단순히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가 되도록 주 차원의 장려책을 기획 중이다
(현재 일부 주에서 주법으로 되어 있다).
오바마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족의료휴가법의 확대 적용뿐 아니라 취학아동을 위한‘방과후
프로그램’확대를 제안하고,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직장내 가족간호 제공자에 대한 기업의 차별적 관행을 규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오
바마 상원의원은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도록 사용자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노동 및 고용정책의 핵심은‘탄력근무제 확대’
이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을 지지했으며, 또 다른 법안인‘가족친화적 일터’
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매케인 선거운동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다음의 내용을 옹호한다.

“가족친화적 일터법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보다는 대신 휴가를 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다음 주에는 그에 상응하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
3)
용자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제안하는 것이 용이하게 한다.”

3) 존 매케인 선거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johnmccain.com/Informing/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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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 상원의원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가족의료휴가법의 확대 적용을
옹호한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매케인 선거운동본부에서는 미국 작업장 유연성 및 선택위
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노동법의‘현대화’
와 매케인 선거운동본부에
서 세계경제 경쟁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작업장 유연성(잦은 전직, 연금 등 혜택
의 이동성, 새로운 근무형태 등)을 수용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원격근무, 재택근무, 재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표명했으며 현재의
노동법이 이러한 잠재적인 고용성장 및 기회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
의 목소리를 높였다.

■ 소득보장 : 임금과 혜택

뒤에서 다루는‘직장내 차별’
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금차별과 고용평등정책 외에도 오바마 상원
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은 임금과 소득에 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연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현재의 국회법안에 의한 방식에서 물가상승률에 연
동하여 인상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연방소득세법을 통해 운영되는 근로빈민층을 위한 소득지
원 프로그램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25년이 넘는 의원 재직기간 동안 연방최저임금제에 대한 투표에서 수차례
찬성과 반대를 번복하였다. 이렇다 보니 매케인 상원의원이 연방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이나 (사회보장제도
와 유사하게) 생계비 조정에 연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는 근로소득지원세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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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환경에서 정부나 사용자가 기초가 되는 퇴직금 제도 및 연금 관련 정책은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과 퇴직 이슈를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
퇴직 제도와 민간이 운영하는 퇴직 제도 간의 차이점이고, 둘째는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제도 간의
차이점이다.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노동자를 위해 사용자가 제공해 온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급여형에서 확
정기여형으로 서서히 변화하였다. 확정기여형(일반적으로 401k 제도라고 지칭)에서는 투자 책임
이 근로자에게 있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따라 운용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확정기여형은 근로
자와 사용자(사용자의 대응갹출금을 match라 함)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의 연금 제도이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되며, 투자
결정시 근로자의 재량이 일정 부분 허용된다. 퇴직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좌의 잔액이 바로 퇴직
자의 연금이 된다. 미국 인구의 연령 분포나 확정기여형 퇴직 제도가 폭넓게 채택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최근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퇴직자금의 미래나‘민간’
의 확정기여형 퇴직 제도 등
에 대한 미국 노동자의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즉 사회보장)을 하이브리드 형태인 공공∙민간의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자는 정책 토론은 최근 들어 수그러졌다. 이전 대선에서는 사용자가 제
공하는 퇴직급여에 관한 정책 토론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갹출금에 세제 특례를 제공해야 하는
지의 내용이 다루어졌고, 사용자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 제도 하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정부가 어느 선까지 검토하고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
론도 이루어졌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출신 의원 대다수가 그렇듯이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퇴직계좌(개인연금제도)를 옹호하였다.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사회보장
4) 존 매케인 선거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johnmccain.com/Informing/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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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기존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정부가 출연하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웹사이트는 매케인 후보가“노동자가 자신의 니즈에 가장 잘 부합하는 퇴
직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4) 미국 퇴직연금제도 중 비판의 소리
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사용자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보다 유동적인 서비스경제
의 고용모델보다는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기본인 산업경제 모델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연
금제도의 경우 연금수급권 확정기간(vesting period, 사용자에 따라 보통 3~10년) 때문에 이동성
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연금 혜택의 이동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확정기여형 모델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두 후보가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미 노동자의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금 혜택 외에 미국 고용제도에서 사용자가 기초가 되는 혜택은 기업 의료보험이다.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은 현 의료보험제도를 상당폭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사용자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각기 다르지만, 고용에 기초한 혜택인 현재 의료보험의 틀을 어떻
게 변경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양 후보는 각자가 제안한 계획에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의 규
모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계획이 현재의 고용에 기초한 의료보험 모델을 강화하기보다
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은 직장내 차별에 대한 규제, 채용/해고/보상/승진 등에 관
한 규정 제정 등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흔히 민권법으로 분류하는 고용차별법과 관련하여 미 국회에서는 몇 개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일
반적으로 양 후보는 직장내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차별을 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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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나 법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미 의회에 상정된 법안 중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화, 부결, 거부 등으로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 주요 법안이 세 가지 정도 있다. 이들 3개 법안은 모두 부시 행정부 재임 8년
동안 고용차별 소송에 대해 내려진 행정 및 사법 판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법안은 고용차별금지법(HR3685)으로 성 지향성을 토대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
해 1964년도 민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양 후보가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찬반 중 어느 쪽에도
표를 던지지는 않았으나 양 후보의 입장은 다시금 대립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오바마 상원의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바마 상원의원은“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성 표현 등을 토대로 한 차별을 금지
하기 위해 근로자차별금지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직장내 차별금지
규정에 성 지향성을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가치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레드베터 공정임금법(S1843/HR 2831)은 레드베터 대 굿이어 사건의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대
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성차별과 임금차별 건에 대해 보상지급표를 마련
하였다. 해당 법안에서는 전술한 차별적 관행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의 첫 사례로 보기보
다는 각각의 급여를 개별적인 임금차별 행위로 파악한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찬성표
를 던졌으며 지금도 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굿이어(Goodyear)사를 상대로 임금차별
소송을 낸 릴리 레드베터는 오바마 상원의원을 지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용 광고에도 출연하였
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경우‘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레드베
터공정임금법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먹고 사는 법정 변호사의 주머니만을 불려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급여형평법(S766/HR1338)은 임금지급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구제책을 수정하
기 위해 ① 보복금지 규정을 추가, ② 처벌 강화, ③ 노동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보상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 동일임금법으로 알려진 1938년도 공정노동기
5) 오바마 상원의원은 기존의 고용차별 규정을 강화할 해당 법안
준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

에 대해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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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고용 및 노동정책은 정책 토론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양 후보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미 대통령 후보가 노동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적은 거의 없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노조 결성, 단체교섭권,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소득보장 및 고용안정에 대한 권리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정책 입장은 크게 대비된다. 최근 금융위기를 고
려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향후 4년간 고용정책에 대해 분명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이다. 향후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
중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5) 의회도서관, H.R.1338의 요약 설명.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10:HR01338:@@@D&sum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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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의 경제학 :
미국의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안태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머리말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결혼 및 가족의 구조에 관
한 연구는 Becker(1973, 1974) 이후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아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결혼율 감소, 이혼율 증가 및 출산율 저하로 인
하여 가족의 형성 및 해체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
라 본고에서는 결혼에 관한 경제학 연구가 활발한 미국의 실증적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미혼자의 동거 및 결혼 결정, 동거 커플의 결혼으로의
이행 결정, 그리고 기혼자의 이혼 결정요인에 관한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 결혼 혹은 동거로의 이행
동거는 미국에서 1980대부터 주요한 혼인 상태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결혼의 결정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초기의 연구와는 달리 근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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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동거를 미혼자에게 있어서 결혼의 주요한 대체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Becker(1973)는 결
혼(혹은 동거)을 개인의 경제적 유인에 의한 선택문제로 보고 결혼의 경제적 유인 및 이득은 각 배우
자의 특화 및 분업, 그리고 소득결합(income pooling)으로 인한 공동소비 극대화에 기인한다고 보았
다. 예컨대, 부부는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여성은 가사노동, 남성은 시장노동에 집중하여 미혼일 때의
경우보다 두 사람의 소비의 합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논리에 의하면 결혼으로 인한 이득
은 남자의 잠재소득(earnings potential)이 클수록 그리고 남녀 소득격차가 클수록 증가한다. 또한 결
혼으로 인한 이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고소득 커플일수록 높은 수준의 주택 및
공공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Becker, 1973; Moffitt, 2000).
Becker가 주장한 가구내의 특화(intra-household specialization) 및 분업이론은 기혼남성의 임금프
리미엄 등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지만 몇 가지 실증적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첫
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의 증가, 둘째, 여성의 소득수준과 결혼율 간의 정의 상관관계, 셋째,
모든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증가하는 혼전 동거 경향이다. 이에 Becker의 특화이론을 대체하려는 이
론들이 제기되어 왔다. Oppenheimer(1988, 2000)는 남성의 상대적인 잠재소득이 계속 감소되어 왔
고 이에 따라 부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둘의 노동소득을 합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Cherlin(2000)은 여성의 소득증가가 높은 수준의 잠재소득을 가지는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성향의 배우자를 찾는 데 충분한 탐색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여성
의 협상 능력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긴 탐색기는 결혼 시기의 지연과 동거율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동거 기간 동안 여성은 파트너의 능력 및 적합성을 시험해 보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illis and Michael(1994) 역시 동거를 시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의 잠
재적인 경제력이 불확실하고 적합도 또한 미지수이므로 동거를 결혼의 대체 수단으로 선택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잠재소득 수준과 결혼 및 동거 진입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는 주로 미혼 남녀의 표본을 이
용한 듀레이션 분석(duration analysis)으로 이루어졌다. Willis and Michael(1994)는 현재 근로소득,
고용상태, 교육연수, 시장경험 및 실업경험 등을 잠재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결혼 및 동거확률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고소득 남성은 동거보다는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잠재적 고용
기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은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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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enheimer(2003)와 Ahituv and Lerman(2005)에서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가진, 그리고 잠재소득
이 높은 남성이 결혼에 진입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교육수준의 효과를 주로 분석한 연
구에서는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이 결혼 확률을 증가시키며 동거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Thornton et al., 1995; Landale and Forste, 1991). 또한 Raley(1996)에서는 흑인 남성이 백인 남
성에 비해 결혼보다는 동거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흑인 남성이 평균적으로 근로소득
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실증적 연구를 종합해 보면 남성은 잠재소득이 클수록 결혼
확률이 높고 잠재소득이 낮을수록 동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여성의 잠재소
득과 결혼 및 동거 선택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연구 결과마다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동거인의 결혼 및 결별 결정
동거 남녀의 결혼 결정은 미혼 남녀의 결혼 혹은 동거 결정과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 만약 결혼이 동거보다 관계특수적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하는 장기적인 서약(long-term committment)
이라고 본다면 동거 남녀는 결혼으로 인한 이득이 공고하다고 판단할 때에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
동거 커플의 결정 문제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는 미혼인의 결혼 혹은 동거 문제를 다루는 실증연구
에 비하여 상대방의 근로소득이나 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경
제적 요인과 결혼 진입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중 Smock and Manning(1997)과 Sanchez et
al(1998)에서는 남성의 소득이 클수록 결별하기보다는 결혼할 확률이 증가하며 여성의 경제적 환경
은 결별이나 결혼 진입에 있어서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별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소득 여성은
소득을 공유함에 있어서 또한 장기적인 동반자로서 매우 바람직한 상대이다. 둘째, 높은 노동소득을
갖는 여성은 Becker 타입의 특화노동에 대한 이득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결혼의 유인이 적다. 한편
Manning and Smock(1995)은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소득과 고용률을 가지고 있는 동거 흑인
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그다지 설명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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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동거는 자신들의 경제적 상태가 공고한 커플에게는 결혼의 전초 단계인 반면 낮은 잠재소득
을 가지는 커플에게는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되지만 결혼으로 이어지는 역할은 하지는 못한
다고 보여진다.

■ 이혼으로의 이행
이혼을 주제로 한 실증연구는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동거가 이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경제적 요인 및 이혼 관련 법의 변화가 이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
겠다.
동거의 영향에 관한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대체로 혼전 동거를 했던 커플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이혼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weet and Bumpass, 1992; Lillard et al., 1995;
Bumpass and Lu,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명하지 않다. 만약 동거가
상대방과의 적합성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동거에서 결혼에 성공한 커플은 다른 경우와 비교
해 볼 때 이혼 확률이 낮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혼 성향이 큰 커플이 동거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것이라면 혼전 동거와 결혼의 안정성과는 부(負)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실증적 연구에
서 많이 직면하는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와 연결되어진다. Axinn and Thornton(1992)은 이혼
태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혼 성향이 큰 커플이 동거를 선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찰 불
가능한 이혼 결정요인과 동거와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동거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혼의 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혼의 비용과 관련된 이혼 허용, 재산분할 및 이혼
부양비에 관련된 법률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한 연구 주제는 1970
년대부터 도입이 확산된 일방 이혼(unilateral divorce)의 허용을 포함한 무과실 이혼법(no-fault
divorce law)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무과실 이혼법의 도입은 단순히 이혼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
측하기 쉬우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어렵다. Peters(1986, 1992)는 무과실
이혼의 허용은 이혼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arse 정리에 의하면 이혼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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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일방이 타방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부부 간 소득분배가 바뀌어질 수 있더라
도—결혼의 해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Allen(1992)은 부부 간
효용이 완벽하게 이전가능(transferable)하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Coase 정리
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적 연구의 관점에서도 이혼법의 변화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이혼율이 높은 지역이 무과실 이혼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법률 도입 효
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Friedberg(1998)는 지역 및 연도, 그리고 추세
를 감안한 실증 모형을 사용하여 무과실 이혼의 도입이 1960년대 이후로 진행된 이혼율 증가의 상
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Wolfers(2006)는 무과실 이혼이 단기적인 이혼 증가는 가져
왔으나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맺음말
지금까지 혼인상태 결정에 관련된 연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
만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혼전 동거, 이혼 등의 결정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후생에도 직∙간접
적으로 영항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혼인 관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
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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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개정안과
독일 내 모성보호에 관한
노동법 규정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김기선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유럽연합 내에서 직장 및 가족생활의 조화(Vereinbarkeit von Beruf und Privatleben)는 일련의
정치적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6년 3월 유럽연합이사회는 경제성장,
복지 및 경쟁력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족생활의 보다 나은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
한 바 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2007년 12월에는 이를 위한 법제도 및 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유럽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8년 3월에 유럽연합이사회는 직장 및 가족생활
의 양립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역설하였다. 유럽연합의
회 또한 임신한 여성을 위한 현행 법규정의 개선 및 가족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
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유럽연합위원회는 이전의 유럽연합지침과 비교하여
임신 및 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해 강한 보호를 규정한 두 개의 유럽연합지침안을 제출하였다. 유
럽연합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 내 여성의 참여 비율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 출산
율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1)
이 글은, 이번에 제출된 모성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
1) 유럽연합 홈페이지 2008년 10월 3일자 언론보도,“Bessere Vereinbarkeit von Beruf und Privatleben
für Millionen Frauen: Kommission schlägt längeren Mutterschutzsurlaub bei besseren Bedingungen
vor”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8/1450&format=HTML&aged
=0&language=DE&gui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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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독일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
행 독일 내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독일 노사정의 반응을 소개하
는 것도 이 글이 가진 의미에 포함된다.

■ 모성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안의 주요 내용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출한 지침안 중 하나가, 직장 내 임신∙출산 및 수유 여성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조치 실행에 관한 현행 유럽연합지침 92/85/EWG2)에 대한 개정안이다.
현행 유럽연합지침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기간은 14주이며, 이 가운데 2주는 출산 전 또는 후에 의
무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18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중 6주는 의무
적으로 출산 이후에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산전후휴가기간의 연장 이유를, 여성이
임신 및 출산으로부터 회복하고, 자녀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3) 이번에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안한 18주의 산전후휴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모성보호를 위해 2000년 권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 내 일부 회원국에서 출산 전에 휴가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도
록 하는 것과는 달리, 의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산전후휴가기간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점
에 특징이 있다.

2) Richtlinie 92/85 EWG des Rates vom 19. 10. 1992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chutzes von schwanderen Arbeitnehmerinnen,
Wöchnerinnen und stillenden Arbeitnehmerinnen am Arbeitsplatz.
3)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92/85/EWG des Rates vom 19. 10. 1992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von schwanderen Arbeitnehmerinnen, Wöchnerinnen und
stillenden Arbeitnehmerinnen am Arbeitsplatz, KOM(2008) 600/04,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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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연합 내 회원국의 산전후휴가제도4)
국가명

산전후 휴가기간

의무기간

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오스트리아

16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평균소득 100%

벨기에

15주

출산 전 1주, 출산 후 9주

사회보험급여

불가리아

315일

출산 전 45일, 출산 후 95일

135일은 평균소득의 90%, 나머지는 사회보험급여

사이프러스

16주

정보 없음

12개월 전 평균급여의 75%

체코

28주

없음

12개월 전 평균급여의 69%

독일

14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직전 (평균)급여의 100%

덴마크

18주

없음

대부분 단체협약에 의함(봉급의 100%)

에스토니아

140일

30일 미만 전에 시작되는

없음, 다만 산전후 휴가가 예정일
금년 평균소득의 100%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 감소
그리스
스페인

17주

출산 전 7주, 출산 후 9주

16주(배우자에게 양도가능) 모(母)에 대해 출산후 6주

전달 급여의 100%
기본급의 100%
급여는 이전소득에 따름

핀란드

근로일 105일

출산 예정 전 2주

(출산 후 56일 이후에는 감소)
최소금액은 일당 15.20유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에 의함

프랑스

16주

출산 전 2주, 출산 후 6주

상한선이 정해진 직전 3개월 소득의 100%

헝가리

24주

권고로서 출산 전 4주 전

급여의 70%(휴업급여)

아일랜드

42주

출산 전 2주, 출산후 4주

26주간 소득의 80%(상한 있음)

이탈리아

5개월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

산전후휴가달 급여 80% 변상

리투아니아

126일

있음

평균소득의 100%

룩셈부르크

16주

출산 전 8주, 출산 후 8주

평균소득의 100%

라트비아

112일

출산 전 2주, 출산 후 2주

평균소득의 100%

말타

14주

출산 전 4주, 출산 후 6주

전 급여

네덜란드

16주

출산 전 4주, 출산 후 6주

전 급여

폴란드

18주(배우자 일부사용가능) 출산 후 8주

평균소득의 100%

포르투갈

120일

출산 후 6주

기본급의 100%

루마니아

126일

출산 후 42일

평균소득 85%에 준하는 금액

스웨덴

산전 7주 및 산후 7주,
이후 아이 18개월까지

출산 전 2주, 출산 후 2주

390일은 소득의 80%,
90일은 최저한도의 금액

슬로베니아

105일

출산 예정 전 28일

평균소득의 100%

슬로바키아

28주

14주

일 기본급여의 55%, 상한선은 대략 500유로

영국

52주

출산 후 2주

최초 6주는 사용자가 기본급여의 90% 지불,
이후 일정액(대략 151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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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이를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의 출산
이후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실제 출산일까지 산전휴가가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산, 출
산 후 아이의 입원, 장애아 및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전 4주 전까
지의 임신으로 인한 휴가가 산전후휴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국 회원국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중의 급여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전후휴가 이전에 받은 월급 전액이 지
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각국 회원국이 질병으로 인한 휴업 시에 지급되는 금액
(Krankengeld)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지급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의 유럽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임신이 시작된 날로부터 산전후휴가가
종료될 때까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5) 해고뿐만 아니라 일체의 해고준비 행위를 금지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럽지침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해고된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해고된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한, 사용자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하게 함으
로써 현행보다 사용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여성의 직장복귀와 관련하여, 여성근로자는 종전보다 열악하지 않은 조

4) EU Kommission,“Work-life balance package”, Memo/08/603, http://europa.eu/rapid/
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08/603&format=HTML&aged= 0&language=
EN&guiLanguage=en.
5) 해고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이나 관습에 따라 임신과는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
정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관할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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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동일 또는 동일가치의 업무에 복귀할 권리를 가지며, 산전후휴가기간 중 도입된 것으로서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근로조건을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이나 산전후휴가에
서 직장에 복귀 시에 출산 이후 달라진 가정환경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또 하나의 유럽지침안은 자영업을 행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대우 실현
에 관한 종전의 유럽연합지침 86/613/EWG6)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유럽지침의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의 큰 특징이라면, 자영업 여성 및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체 내에
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여성도 신청에 의해 여성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침안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해당 여성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영업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각 국가가 그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자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각 회원국이 자영업 여성이
금전적인 지원 대신에 산전후휴가기간 중 그 업무를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업무 대체에 의해 자영업
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7)
6) Richtlinie 86/613/EWG des Rates vom 11. 12. 1986 zur Verwirkl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die eine selbständige Erwerbstätkeit - auch in der
Landwirtschaft - ausüben, sowie über den Mutterschutz, ABl. L 359 vom 19. 12. 1986, S. 56.
7)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die eine selbständige Erwerbstätkeit
ausüb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86/613/EWG, KOM(2008) 601/03,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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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내 모성보호에 관한 노동법 규정

독일에서는 최소 14주의 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독일 모성보호법 제3조 제2항은“여성근로자
는 출산 6주 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다만 근로 제공의 의사믈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8) 또한 동 법 제6조 제1항에서는“출산한 여성근로자
는 출산 후 8주, 조산 및 다태아출산이 경우에는 출산 후 12주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다. 조산
의 경우에는 출산 전 사용되지 않은 기간만큼 산후기간이 연장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산전휴가
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산후휴가를 줄이거나 할 수는 없다.9)
사산의 경우에 여성근로자가 산후휴가기간 중 2주를 넘은 시점에 근로 제공을 원하는 때에는, 병
원진단이 근로 제공을 금하지 않는 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모성보호법 제6조 제1
항 제3문).

임신 또는 출산 여성근로자의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모성급여
(Mutterschutzgeld)가 지급된다.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된 여성근로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전
후휴가기간 개시 직전 3개월 세금공제한 일 평균임금액이나 휴업급여(Krankengeld)10)가 지급된다
(모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대 210유로의 모성급여를 지원받는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보험청(Bundesversicherungsamt)
이 지불을 책임진다(모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또한 모성급여를 지원받는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 개시 3개월 전 일 평균임금과 모성급여

8)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9) Linck, : in Schaub, Arbeitsrechts-Handbuch, 12. Auflage, 2008, §168 Rn. 13.
10) 이 때 지급되는 급여는 세금공제후 임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사회법전 제5권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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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발생한 하루 13유로 이상의 차액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모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임신이나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여성근로자의 해고는 금지된다. 사용자가 임신이나 출산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해고통지 후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한, 임신기간 중 그리고 출산 후 4
개월 경과 이전에는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번 유럽위원회의 지침안과 마찬가지로, 사
용자가 해당 관청의 동의를 얻어 임신이나 출산과는 관련이 없는 특별한 사유로 한 해고는 예외
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모성보호법 제9조 제1항 제3문).

■ 독일 노사정의 반응
대부분의 노동 문제에서 그러하듯이 이번 유럽위원회의 지침안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 시각차는 뚜렷하다.11)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이 이번 지침안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의 의
사를 표했는가 하면, 유럽노동조합총연맹(EGB)은 유럽위원회가 이번 입법을 위해 보다 활발하
게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2) 이에 반해 독일연방사용자단체연합(BDA)은 유럽연합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확실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의장인 디이터 훈트(Dieter Hundt)는 성명
에서“당연히 임산부와 적절한 건강보호에는 찬성하지만, 산전후휴가를 14주에서 18주로 연장
하는 것이 건강보호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직장생활
과 가정생활을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 이후에 직장복귀를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이나 만 3세 미만 아이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옳은
11) 벨트 2008년 9월 29일 보도,“Brüssel will den Mutterschutz verlängern”
, http://www.welt.de/wirtschaft/
article2507222/Bruessel-will-den-Mutterschutz-verlaengern.html.
12) 타게스슈피겔 2008년 10월 2일자 보도,“Deutschland gegen längeren Mutterschutz”
, http://www.
tagesspiegel.de/politik/international/Mutterschutz;art123,26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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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다”
라고 하였다.13) 또한 그는 산전후휴가기간의 연장이 독일 내 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산전후휴가로 인해 매년 독일기업이 부담하
는 비용이 16억 유로 정도인데, 산전후휴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략 5억 유로 가량의 추가비용
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이번 지침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연방가족∙노인∙여
성∙청소년부 장관인 우슐라 폰 더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산전후휴가의 연장이 여성에
게‘부메랑’
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14) 이에 따르면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경제적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임금 부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여성에게는 진입장벽을 쌓
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맺음말
이번에 제출된 유럽연합위원회의 지침안은 앞으로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내 각 회
원국 간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지침안에 대해 2009년 내에 합
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15)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이미 험난한 여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유럽연합위원회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 이번 지침안에
대해 유럽연합 내 상당수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독일

13) 독일연방사용자단체연합 홈페이지 2008년 10월 3일자 언론보도,“Ausweitung der Mutterschutzfrist
von 14 auf 18 Wochen unnötig und teuer”
, http://www.bda-online.de/www/bdaonline.nsf/id/
F24B9E87B22E0B FEC12574DA003B6812?Open&ccm=300000000&L=DE&markedcolor=
%23003399.
14) 슈피겔 2008년 10월 2일자 보도,“EU will Mutterschutz verläängern-Berlin lehnt ab”
, http://www.
spiegel. de/politik/ deutschland/ 0,1518,582036,00.html.
15) 유럽연합 홈페이지 2008년 10월 3일자 언론보도,“Bessere Vereinbarkeit von Beruf und Privatleben
für Millionen Frauen: Kommission schlägt längeren Mutterschutzsurlaub bei besseren Bedingungen
vor”,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8/1450&format=HTML
&aged=0&language=DE&gui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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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두로 한 유럽연합 내 적지 않은 국가가 18주에 못미치는 산전후휴가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번 계획에 대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각 회원국은 이번 유럽지침을 2년 이내에 국내
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16) 이는 독일 내 모성보호 규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하게
된다. 우선, 현행 14주로 되어 있는 산전후휴가기간을 18주로 연장하기 위한 작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지침안에서는 산후 6주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산전후휴가기간을 여성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산전 6주, 산후 8주에 나누어 사
용토록 하고 있는 독일 내 규정과 명확히 배치되는 부분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번 지침안을 제출하면서 이로써 종전보다 가정과 직
장생활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오히려
여성에게‘독’
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어떠한 의견이 보다 많은 공감
대를 형성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지침안에 대한 향후의 논의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하자.

16)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92/85/EWG des Rates vom 19. 10. 1992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von schwanderen Arbeitnehmerinnen, Wöchnerinnen und
stillenden Arbeitnehmerinnen am Arbeitsplatz, KOM(2008) 600/04,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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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정 강제퇴직연령을
International Labor Trends
둘러싼 논쟁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영국의 의무 퇴직연령제도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과 각종 소송
을 일으켰던 법정 퇴직연령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
다. 고령 노동층을 위한 자선단체가 강제적인 퇴직연령 도입을 허락한 국내법이 유럽 지시 사항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영국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시켰다.
올 말에 예상되는 유럽 법정의 최종 판결에 앞서, 재판소 내의 법률 전문가가 영국법이 유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이다.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경
험상 유럽재판소의 최종 판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본고에서는 법
정 퇴직연령에 대한 영국의 현 상황을 헤이데이 소송을 통해 살펴보고, 노사정의 입장 차를 간추
려 보기로 한다.

■ 헤이데이
법정 퇴직연령 폐지를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헤이데이(Heyday)’
는 제2차 세
계대전 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06년 5월 설립됐다.
헤이데이의 설립 주체는‘에이지 컨선(Age Concern)’
으로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권익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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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같이하는 복수의 자선단체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지녔다. 고령자 권익보호 단체인 헤이데
이 측에서는 취업연령을 제한하여 고령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상황을 초래한 정부의 정책에
당연히 반기를 들게 됐다. 특히,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 퇴직법의 영향을 받을 첫 세대가 되
기 때문에 헤이데이가 앞장서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설립 후 불과 2개월 후인
2006년 7월 소송이 시작됐으므로, 금번의 소송이 헤이데이의 첫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소송에
앞서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에이지 컨선과 헤이데이는 여론 조사를 통해 퇴직연령 법제화의 부당
성을 대중에 호소했다. 에이지 컨선은 법 실행 직전인 9월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 85%의 응답자가 나이를 이유로 고용조건상의 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또한, 법 도입 2주 전까지도 국민의 77%가 법의 내용에 대해 홍보받은 적 없는 점을 내
세워 정부가 노령층의 반발을 고려하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소송 과정
소송의 시발점은 2006년 10월 1일에 도입된‘고용평등(연령)법(Employment Equality(Age)
Regulations)’
이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도입 취지는 사용자가 나이 때문에 근로자들을 차별
화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막자는 것으로서 65세 미만의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시킬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최저 퇴직연령을 65세로 법으로 정함으로써 사
용자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꼴이 돼버렸다. 다만, 고령
근로자들의 입장도 감안한다는 제스처로 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두었다. 사용자
는 연장 근로 신청을 받을 경우, 근로 연장의 타당성을 고려한 후, 그 결정된 바를 통보해야 할 의
무가 있다. 신청 접수와 재고 및 통보의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할 때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게 된
다. 하지만, 연장 거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부담없이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일 경우, 근로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헤이데이 측은 채 법안이 발효되기 전인 2006년 7월에 고등법원에 법정 퇴직연령 도입의 불법
성을 판단해 달라며‘위헌 입법 심사(judicial review)’
를 요청했다. 영국에서 노동 분야에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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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보통‘노동재판소(employment tribunal)’
에서 다뤄지지만, 헤이데이의 소송은 근로자와 사
용자 간의 분쟁이 아닌, 법률의 위법성을 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회부됐다. 위헌 입
법 심사는 법의 위법성 때문에 그 이익이 침해당한 소송인이 낸 경우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
서, 법원에서 심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헤이데이를 이해관계자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헤이데이 측은 나이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직간접적 차별도 유럽연합 전역에서 금지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는‘평등 대우에 관한 유럽연합 지시사항(European Equal Treatment Directive)’
을
영국의 고용평등(연령)법이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 조
항으로서 제6항은 국내법에 따라, 연령에 의한 차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할 경우 회원국은 나이를
근거로 한 차별도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를 영국의 경우에
적용시킬 경우, 경영전략 수립 차원에서 고용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연령 제한이 필
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합법적인 목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법적 퇴직연령 도입이 유럽 지
시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헤이데이가 문제삼고 있는 다른 이슈는 직접적인 연령 차별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법이다. 고
용평등(연령)법은 합리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면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허
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헤이데이는 관련 유럽연합 지시사항은 차별이 허용되는 특정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고, 회원국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을 예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소 또는 최고 근로 가능연령을 정하는 식
으로 구체적인 상황마다 근로 가능연령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헌 입법 심사가 통상적으로
첫 공청회까지 6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영국 고등법원은 소송을 예외적으로 빠르게 진행시켜
2006년 12월 6일, 이번 소송의 유럽사법재판소 회부를 결정했다. 헤이데이 측은 유럽연합 지시
사항에 대한 영국법의 저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므로 유럽법원으로의 회부를 반겼다. 정부 또
한 평소와는 다르게 유럽법원 회부에 대해서 별 다른 법적 대응을 보이지 않고, 순수히 고등법원
의 판단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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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전망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2008년 말 경에나 나올 예정이나, 이에 앞서 2008년 9월 재판
소의 고등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영국의 평등법이 유럽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법무관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결론에서 지시사항 제6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근로자들
을 회사가 강제퇴직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견해는 영국 국내
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은 2008년 말에 예상되는 유럽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정표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의 고등법원은 국내로 사건이 이송될 경우 유럽재판소
의 판결을 지침삼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발표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당장 260여 개의 유
사 소송이 영국 전역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천건의 잠재적인 소송들의
결과를 결정짓게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관련 그룹들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
상되고, 근로자의 경우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사용자 및 기업들의 경우 계획된 인력
운용 등 경영전략상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형
편이다.
승소를 장담하고 있던 헤이데이 측에는 상당한 충격을 준 발표였다. 유럽사법재판소 회부 결정
후 연령으로 인한 퇴직 강요나 차별 대우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을 근로자
들에게 독려할 정도로 자신감에 찬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헤이데이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셈이
다. 아직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고, 사건이 영국 법원으로 돌아오면 국내에서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당혹감을 애써 감추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여전히 법정 퇴직연령
을 정하는 정책이 고령 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차별시켜야 할 만큼 중요하고 합법적인 정책인지
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페인에서 유사한 사건이 회부돼 고등법무
관으로부터 합법적이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판소의 최종 판결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이번 의견 발표를 당연히 환영했다. 영국경총(CBI)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의견이라고 평
했다. 근로자들이 이미 근로 연장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경총의 자체 조사 결과 30%의 퇴직 예
정자들이 근로 연장을 신청했고, 이 중 80%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신청권에 대한 보장만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성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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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전했다. 노동총연맹(TUC)의 브랜든 의장은 이번 발표가 퇴직연령이 지나서도 일할 필요
가 있고,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연령 차별을 폐지하려
는 목적으로 만든 법에 예외조항을 달아 그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 퇴직연령제에 대한 찬반 의견
헤이데이가 일단 영국법이 유럽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노동계
에서 퇴직연령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헤이데이 외에 퇴직연령제 폐지 운동을 벌이
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인‘연령에 관한 사용자 포럼(Employers Forum on Age)’
은 기업들이 고
령 근로자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고 있다. 우선 법정 퇴
직연령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 노동력 확보의 이로움을 들고 있다.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다년
간의 근무 경험이 있고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적정 기술력 확보가 어려운 영국
노동시장에서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력과 연령대의 인력을 보
유하는 것이 고객들의 필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한다. 고령 근로자가 회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이가 근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포럼은
나이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이보다는 근로자들이 각자
가 가진 조건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는 경영 능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한다. 나이와 함께 퇴화되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고령 근로자들이
조직 내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다른 임무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 경제의 재정상의 문제점 때문이라도 조기 퇴직이 허용되기 힘든 상황이다. 상당수의 근로
자들이 여생의 3분의 1 가량이 남은 60대에 퇴직해서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살기 힘든 현실이 찾
아왔다. 만혼이 흔해지고, 출산연령도 늦춰지면서 고령임에도 육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생활 수준 개선 등으로 근로자들이 전보다 건강
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근로 환경도 육체노동에 대한 요구가 훨씬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고령에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2006년 5월 에이지 컨선이 조사
한 바에 따르면, 58%의 50~60대 근로자들이 65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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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10%는 아예 은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65세라는 나이는 점차 비현실적인 퇴
직연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지속적으로 올려 2044
년에는 68세로 맞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 면에서도 65세의 퇴직연령이 장기
적으로 적절치 않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노동계의 반대 논리에 맞서, 재계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퇴직연령제 도입의 필요성
을 역설하고 있다. 주로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기
준이 될 만한 퇴직연령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퇴직연령이 있다면,
퇴직자 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인력수급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근로자 개인들도 가시적인 퇴직연령이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맺음말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2008년 말 나오면, 소송은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정부와 헤이데이 간의 영국 내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영국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
로 비슷한 소송들이 발생하고, 기업들도 함부로 퇴직연령을 엄격히 적용시키지는 못할 전망이다.
사법적인 검토와는 별도로 사업기업규제개혁부(BERR)는 2012년 일반 퇴직연령을 재고할 예정
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쟁이 영국의 현실에서 얼마나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헤이데이는 연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직하는 근로자가 25,0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명 중 3
명이 법정 퇴직연령인 65세 전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에 1명꼴로 사용자들의 압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65세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고,
불법적인 퇴직 압력도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65세에 대한 논쟁보다도 65세까지만
이라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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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조합의 노동분쟁
해결∙예방 역할1)
International Labor Trends
- 커뮤니티유니언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노동동향 ③ - 일본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일본의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은 집단적 노동분쟁을 취급하는 노동위원회 외에 개별 노동분쟁을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각 현의 노동국(우리나라의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
에 해당)의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동 국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공익위원만으로 구성)에
의한 알선, 또, 2006년부터 시작된 노동심판제도를 들 수 있다. 또, 각 도도부현의 노동행정사무소
도 알선 등을 통해서 노동분쟁의 해결에 임하고 있다.
이상의 행정∙사법기관 이외에 이전부터 노동분쟁의 해결∙예방에 임하고 있는 것이 기업 밖
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주된 노동조합으로서 커뮤니티유니언, 전국일반, 지방연합회의
유니언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노동조합의 노동분쟁 해결∙예방에의 역할에 관
한 연구」
의 일환으로서 실시한 필자의 조사 결과의 일부로서 커뮤니티유니언의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는 극히 안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1) 본고는 필자의「�克組合の�克紛爭解決∙予防への取り組みに關する硏究—コミュニティ∙
ユニオンの事例を中心に」��克政策硏究∙硏修機構,『ビジネス∙レ一バ一∙トレンド』7月
號를 약간 수정하여 번역한 것이다. 지면관계상 각주는 거의 생략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기
일본어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추후 발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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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별 노동분쟁 조언∙지도 신청건수 및 알선 신청건수의 추이
조언∙지도 신청건수

알선 신청건수

7844
6014
5352

6369

6924

6888

6652

5761

5287

4377
3036
2332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 : 후생노동성,「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실시상황」
, 각년도.

2007년 반일 이상 파업을 동반한 분쟁건수는 5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사와 개인 간의 개별적
노사분쟁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별적 노사분쟁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일본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노동현장의 생생한 단면을 전하고자 한다. 일본 노동현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커뮤니티유니언의 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

커뮤니티유니언(Community Union)이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노동조합으로서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말하는데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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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일반노조라고 말할 수 있다. 1984년,「서로사랑 우애 서
로도움」
을 표어로 해 결성된 에도가와(동경의 한 지역) 유니언이 최초의 커뮤니티유니언이다. 그
후, 커뮤니티유니언은 전국 각지에서 결성되었다. 커뮤니티유니언 전국 네트워크(커뮤니티유니
언의 전국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유니언수는, 2008년 6월 현재, 30 도도부현에 71 유니언이고,
유니언의 조합원수는 약 15,000명에 이르고 있다. 커뮤니티유니언은, 기본적으로 각각 독립한 노
동조합이므로 활동도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거의 공통된 활동으로서 노동분쟁의 해결 활동을 들
수 있다.

커뮤니티유니언의 노동분쟁 해결은, 노동분쟁 당사자인 노동자가 유니언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해결 방법은 대체로 3개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자주해결이다. 유니언이,
분쟁해결을 위해서 가입한 조합원의 회사에 대해 단체교섭의 신청을 실시해, 그 회사와의 단체교
섭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노동분쟁이 자주 해결에 의해서 종결한다. 두번째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다. 유니언이, 자주 해결을 시도하지만,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의 대응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심사나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해 해결하는 형
태이다. 2005년, 노동위원회에서 취급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수(신규, 초심)는 294건이지만, 그 중
커뮤니티유니언 관계의 건수는 146건으로 전체 사건수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559건이었지만 그 중에서 커뮤니티유니언 관계의 건수는 333건과 전체의 59.6%에
이른다. 셋째, 재판, 노동심판 등의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이다. 유니언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든가 혹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법기관을 통해서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지만, 신속한 해결을 요구해 노동심판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노동심판시에
사건을 노동변호사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유니언이 직접 노동심판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노동
분쟁 당사자인 노동자 본인이 그것을 제출해 심판에 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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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유니언의 사례 ： 연합2) 후쿠오카(=連合福岡, 큐슈의 한 지역)
유니언3)의 노동분쟁 해결∙예방 역할

연합 후쿠오카유니언은, 1996년 12월에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조합원수는 2008년 5
월 현재 약 590명에 이르고 있다. 조합원수는 유니언 가입∙탈퇴가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증가
경향에 있다.
연합 후쿠오카유니언 사무국은, 노조전임자로서 시미즈 서기장, T서기 차장이 있지만, 그 외
어드바이저 3명, 파트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은 조합비, 입회금, 물품 판매 등으로
조달하고 있지만, 조합비는 기준내 임금의 1.5%(단, 하한 1,000엔, 상한 4,000엔)이며, 입회금
은 3,000엔이다.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자유롭지만,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지불 의무가
있다.

노동분쟁의 해결∙예방 역할

① 노동분쟁의 해결 : 연합 후쿠오카유니언은, 방문하는 상담자에 대해 노동국이나 현 노동복
지사업소의 알선 제도, 재판의 가처분, 본재판, 소액소송, 노동심판, 그리고 유니언의 단체교섭이
라고 하는 노동분쟁 해결 수단의 특징 등을 설명한 후에, 상담자 스스로가 해결 수단을 선택하도
록 한다. 상담자가 유니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요구의 정리, 유니언에의 가입과 그것의 회사에
의 통지 수속과 함께 단체교섭의 신청을 실시한다.
연합 후쿠오카유니언은, 연합 후쿠오카라는 지역본부의 노동 상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
합 후쿠오카에 오는 상담은 그 매체가 전화든 직접 방문이든 자동적으로 연합 후쿠오카유니언으

2) 연합은 일본 최대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해당한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렝고이다.
3) 렝고의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유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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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노동 상담건수는, <표 2>와 같이, 2003년도 928건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
에 있지만, 1일 약 2건의 상담이 오는 빈도이다. 2007년도의 노동 상담을 고용형태별로 분류하
면, 정사원 53.7%, 파트타이머 12.6%, 파견사원 8.6%, 계약사원 7.7%, 아르바이트 5.1%, 그리고
기타 12.2%였다.
연합 후쿠오카유니언은, 1996년 12월 결성 이래 2006년까지의 약 11년간 693건(조합원 베이
스 1,374명)에 오르는 개별 노동분쟁을 접수하여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사건의 내용은, <표 2>와
같이, 고용 70.0%, 임금 16.7%, 노동계약 6.1%, 기타 7.2%였다. 해결 방법으로서 단체교섭 등에
의한 자주해결이 79.9%과 대부분이지만, 노동위원회(11.6%)나 재판(8.5%)까지 가기도 한다.
연합 후쿠오카유니언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1년간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서

<표 2> 연합 후쿠오카유니언(連合福岡ユニオン)의 조합가입자, 노동 상담건수와 노사 교섭건수의 추이
연도

조합가입자

1996

상담건수

노사교섭건수

330

고용

임금

고용계약

기타

전체

1997

122

448

35

6

1

7

49

1998

128

463

49

8

2

9

68

1999

109

770

49

4

2

2

57

2000

76

625

47

4

1

2

54

2001

179

816

40

5

5

5

55

2002

188

842

61

17

4

4

86

2003

156

928

60

22

5

6

93

2004

86

716

39

14

7

2

62

2005

142

745

27

12

7

6

52

2006

105

655

32

13

4

2

51

2007

112

568

전체

66
439

105

38

45

693

자료： 1) 연합 후쿠오카유니언(2006),「Uni Vision 일하는 존엄을 요구하면서」
,（연합 후쿠오카유니언 결성 10주
년 기념지）
.
자료： 2) 연합 후쿠오카 유니언(2008),「연합 후쿠오카 유니언 현상과 과제」
, (2008년 3월 30일, 삿포로 노동조합
총회 발표 자료).
자료： 3) 연합 후쿠오카유니언(2008),「연합 후쿠오카 유니언의 투쟁」
,（2008년 4월 26일, 오오이타 만남 유니언
대회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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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단체교섭 신청을 실시한 41개 분쟁사건의 노동자를 고용형태나 성별로 보면, 파트
타이머 1건, 파견사원 1건, 계약사원 5건, 그리고 정사원 34건으로 정사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별에서는 남성 26건, 여성 19건으로 남성 쪽이 많았다.
연합 후쿠오카유니언이, 자주해결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위원회나 노동심판 등에 신
청한 노동분쟁 건수는 2006년 6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의 1년 남짓 모두 16건이었다. 그 중에서
노동위원회가 7건, 노동심판이 7건, 재판이 2건이었다. 노동재판에 반입된 분쟁사건은 대부분이
화해로 해결되고 있다. 민첩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노동심판은 적합한 것은 아닌 듯 싶다.

② 노동분쟁의 예방 : 유니언의 활동이 노동분쟁의 예방에도 연결되고 있다. 연합 후쿠오카유니
언이 1994년 2월,「후쿠오카지구 노동조합협의회 센터∙유니언 후쿠오카」
로 시작할 수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후쿠오카 경영자 노동복지협회라고 하는 경영자 단체였다. 동 협회는,
1994년 1월 8일,‘단시간 노동자의 노무관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수회를 개최했는데, 그 부제
로서「단시간 노동자의 노조‘유니언 후쿠오카’
결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붙
였다. 그 대책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니언의 결성이 경영자의 정상적인 노무관
리를 재촉한 것은 아닐까싶다. 따라서 노동분쟁이 예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니언의 결성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신문에 자주 게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일본신
문>(1996.3. 9)에 의하면,「유니언 후쿠오카는 2년 전에 결성된 이래, 약 300건의 상담을 받아 그
중 약 70건은 회사와의 교섭이나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법원에의 제소 등으로 해결해 왔다. 후쿠
오카지구 노동조합협의회 센터의 사무국장(현, 유니언의 시미즈 서기장)이“행동에 나서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신문 기사가
그 지역의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러한 신문 기사를
본 사용자는 무엇인가 인사∙노무 문제를 일으키면 유니언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거나 지방노
동위원회나 재판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인사∙노무관리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시미즈 서기장은 사용자와 파트 노동자와의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용계약서
(파트용 견본)」
를 독자적으로 작성해, 노동조합을 통해서 보급했다. 그것이 현재의 고용 통지서의
원형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지만, 그것이 파트 노동자의 분쟁예방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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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상, 노동조합의 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에 관하여 커뮤니티유니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노동분쟁 해결과 예방에 관련된 시사점을 말해 두고 싶다.
첫째,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법령 위반으로부터 발생했다. 법령 준수의 철저화, 그것
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커뮤니티유니언은, 기업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노동분쟁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케이스도 있다. 노동분쟁의
해결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고, 대다수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 셋째, 노동분쟁과 그 해결을 인사노무관리의 개선을 위한 기회로서 삼아 그것을 살릴
수 있을지는 해당 기업의 자세∙결단에 달려 있지만, 커뮤니티유니언은 기업 외부에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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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제도 개혁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변천 과정과 특징
국제노동동향 ④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취업제도란, 국가가 그 나라의 정상적인 사회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조직하고 보호하기 위해 구
축하고 실시하는 각종 취업과 관련된 법규와 정책 및 운영방식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이자 사회 문제이다. 또한 취업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경우, 취업제도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써 그 진행 과정은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계획경제체제 시기에는 당
시의 경제체제에 부합되는 통포통배(統包統配)1)제의 계획적 취업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문
화대혁명이 이후 취업난이 가중되자 경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취업난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도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경제개혁 과정에서 노동력 자원

1) 중국의 노동력 관리정책은 1956년 소유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노동력 전원을 인수하
여 통일적으로 관리하는‘통포통배(統包統配)’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력 특히 신규졸업
자를 국가가 통일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각 기업 및 단위로 분배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직 및 해고
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개혁개방정책 이전의‘공유제 중심의 계획 경제’및‘완전고용’
이라는 사
회주의 이념에 따른‘통포통배’
정책은 이른바 철밥통(鐵飯椀, 근로자의 종신고용), 철임금(鐵工資, 고
정임금), 철의자(鐵交椅, 성과와 상관없이 간부 지위 보장) 등의 삼철(三鐵)을 야기시켜 중국 경제성장
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8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의 시장 배치 작용을 발휘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초가 되었다. 쌍궤(雙軌)2)제 경제체제 시기에는
그에 부합하는 쌍궤제 취업제도가 형성되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를 확립한 이
후에는 경제체제 개혁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부합되는‘재취업 공정’
을 핵심으로 하는 취업제
도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1990년 후반 경제체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취업 상황이 나
빠지자 노동관계도 악화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취업정
책을 핵심으로 하는 전방위의 취업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다.
경제체제 및 취업제도 개혁의 진행 과정에 따라 중국 취업제도의 개혁 과정은 크게 다음의 3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경제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틀 내에서 취업제도의 개혁
이 이루어졌던 1978년부터 1991년까지의 시기로 당시의 극심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쌍궤제
는 하나의 과도기적 취업체제로서 계획적 취업이 여전히 취업 배치의 주요 방식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장화 취업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시기로 계획적 취
업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취업촉진 책임체계가 계속적으로 완비되었고, 노동시
장에서 노동력 자원 배치의 기초적 역할은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시장화
취업제도의 개혁이 급속히 추진되었고, 적극적 취업정책이 취업제도의 핵심인 2002년부터 2007
년까지의 시기로 취업총량의 문제와 구조적 모순이 더욱 두드러졌고, 노동관계가 사회주의 화목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나, 완전고용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여
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계획경제체제 시기 및 경제체제 개혁의 진행 과정에 따라 중국의 취업제도의 특징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시장메커니즘과 계획메커니즘이 병존하는 상태를 중국어로 쌍궤(雙軌)제라고 한다. 이는 점진적인
체제 이행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요소의 배분방법은 지령성 계획, 지도
성 계획 및 시장 조절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가격 측면에서는 정부 고정가격, 정부 지도가격 및 시
장가격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시장화는 배분 측면에서 보면 지령성 계획에 의한 배분의 비율이 낮
아지고, 시장조절에 의한 배분이 높아지는 과정이며, 가격 측면에서 보면 가격결정에서 정부 고정가
격의 비중이 작아지고, 시장가격의 비중이 커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 급
속히 진행되었다. 간단히 말해, 계획경제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병존하는 시기를 쌍궤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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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경제체제하의 통포통배(統包統配)제의 취업제도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형성된 중국의 취업제도는 당시의 계획경제체제에 부합하고 건국
초기 존재했던 대량실업자군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신규 배출 노동력을 취합하여
통일적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통포통배(統包統配)제의 기틀이 형성되었으며, 중공업 우선발전전
략이 시작된 1952년부터 정식적으로 통포통배(統包統配)제의 취업제도를 확립하였다. 통포통배
(統包統配)제하에서 노동자의 취업은 국가의 행정 방식에 의해 통일적으로 배분되었고, 기업은
고용의 자율권이 없었으며 단지 국가의 채용계획을 집행했을 뿐이고, 노동자도 직업선택 및 이
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전통적 계획경제체제가 통포통배(統包統配)제라는 계획적∙통일적 노동력 배분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또한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은 노동력의 통일적∙계획적 배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 공업이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계획배분의 수단
으로 통해 기업의 수요와 상관없이 국가가 정한 노동량을 고용해 온 탓에 많은 잉여노동력이 생
겨나게 되었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생겨난 통포통배(統包統配)제의 취업제도가 저효율의 동태적 균형에 이르
게 되고,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통포통배(統包統配)제의 취업제도도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을 받아 온 계획취업제도는 경제 변화 시기에 취업제도 개
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계획적 취업제도는 상당부분 취업제도 개혁노선의 선택을 결
정하고 있었고, 또한 상당부분 취업제도 개혁의 성과를 결정하고 있었다.

■ 1978~1991년의 쌍궤(雙軌)제 취업제도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경제체제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함께 병존하는 쌍궤(雙軌)제 경제체제가 형성된 시기이다. 따라서 취업제도도 쌍궤제 경
제체제에 맞게 개혁이 진행되었다. 경제체제가 쌍궤제로 전환되면서 국유기업의 노동수요는 통
포통배(統包統配)제에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노동계약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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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고용한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었지만, 반면 새로 채용한 근로자
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유기업 이외의 기타 유형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
제원리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개혁 초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1980년 8월
취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가의 통합관리계획과 지도 하에, 노동
부문이 직업을 소개하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조직하며, 스스로 취업을 모색하는 3가
지 방법을 결합한‘삼결합(三結合)’
의 취업방침이 등장하였다.‘삼결합’방침은 시장화 경제체
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진행하기 전에 시도한 시장화 취업확대 방침으로 중국 취업제도 시장화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 방침은 취업문제 해결과 소유제 구조조정을 함께 결합하여 많은 성과
를 거두었다.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유기업의 고정공(固定工)제도는 노동계약
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동계약제의 대상이 신규 채용자로 한정됨에 따라 한 기업 내에 노동
계약제와 고정공제가 공존하는 이중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유기업 고용제도의 개혁과‘삼결
합’방침이 서로 결합하여 쌍궤제 경제체제 하의 쌍궤제의 취업제도가 정식으로 형성되었다.
전통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통포통배는 쌍궤제 취업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쌍궤제 취업제
도의 개혁은 전통적 노동취업제도의 틀 내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즉 국유기업 고용제
도의 변화는 당시의 국유기업과 긴밀히 결합하여 국유기업 개혁의 일부분으로서 취업제도의 개
혁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
쌍궤제 취업제도는 당시 정치∙경제 정세와 잘 부합되는 제도로서, 시장화를 목표로 하는 취업
제도의 개혁을 더욱 촉진시키는 한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본 틀을 형
성하는 데 체제, 메커니즘, 관념적인 부분에서 그 기초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효과적이
고 실질적인 노동력 자원의 배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향후 취업제도 개혁 진행과정과 성과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혁 목표로 하는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서도 그 초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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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2001년‘재취업 공정’
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제도 개혁
중국은 1992년 개혁의 목표로‘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을 선언한 이후,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체제 개혁은 취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
키고 국유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경제체제하에 양산되었던 국유기업의 잉여노동력
을 퇴출시켰다. 따라서 이 시기 취업제도 개혁의 핵심적 임무는 퇴출된 잉여노동력에 대해 재교
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생겨난‘재취업 공정’
은이시
기 취업제도 개혁의 구심점이 되었고, 쌍궤제 취업제도는 점차적으로 시장화 취업 개혁으로 변
화∙발전하였다.
‘재취업 공정’
을 핵심으로 하는 취업제도 개혁과정에서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직업훈련 및 노동예비제도 등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체제 개혁 진행과
정과 부합되는 노동시장이 점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자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계획취업의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서 시장화 취업관념이 자리를 잡
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기부터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었지만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이전 등
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기부터‘재취업 공정’
은 일정한 성과
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취업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취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
자 정부와 노동시장은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목표를 확립한 이후 취업난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현대기업제도는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으로
서 취업제도 개혁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따라서 노동제도는 계획경제의 고정공제도에서 전
원 노동계약제로 전환되었다.
국유기업의 잉여노동력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하강인원은 정부, 사회, 기업 및
개인 등 전 방면으로 구성된 과도성의‘재취업 공정’
을 통해 과거 근무성격과 유사한 분야로 배
치하였다.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부 노동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재취업 공정’
은 상당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정책부조와 각종 취업서비스 수단을 종합적으
로 운영하고 정부, 기업, 노동자와 사회 각 방면의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실업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생계가 곤란한 하강인원에게 취업지도, 직업소개, 전업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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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재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01년‘재취업 서비스센터’
가
폐지되면서 국유기업은 노동자를 감원할 경우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실업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하강인원에게는 실업보험급여를 지급
받는 시장화 방식의 취업제도가 적용되었다.
이 시기의 취업제도 개혁은 전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취업 문제를 일괄적
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또한 가시화될 수 있는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했다. 따
라서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취업 개혁제도의 필요성이 역설되게 되었다. 시장경제체제 개혁
을 목표로 하는 취업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취업제도는 국유기업 제도 개혁과 맞물리는 중요한 구
성 부분으로서 재취업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제도의 개혁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러
나 국유기업 내의 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취업제도 개혁과 취업의식 개혁을 추진하는 데 지대
한 공헌을 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경제제도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또한 노동시장이 발전
하는 과정, 그리고 시장에서 노동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2002년 이후 적극적인 취업정책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제도 개혁
중국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적극적 취업정책을 실시
하였다. 정부는 취업촉진의 책임체계를 한층 더 재정비하고, 재정투입, 세금우대 등의 다양한 조
치를 통해 취업을 촉진시켰다. 또한 취업여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은 물론 취업곤란자들을 대
상으로 취업보장기제를 더욱 확대 실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과 취업체제 개혁 및 산업구조가 조정됨에 따라 취업압력이 증가하고 구조성 취
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 취업정책을 실시하였고, 취업재취업의 지표를 거
시조정 목표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적극적 취업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적극적 취업정책은 경제발전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
업, 업종에서 각종 루트와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재세 및 금융정책을 재
정비하였다. 또한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창업훈련, 재취업훈련 등의 기
능적인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통일된 인재시장과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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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서비스기구를 발전시켰다. 한편‘노동계약법’
과‘취업촉진법’
이 반포, 실시됨에 따라 법률적
으로 취업을 확대하는 정책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취업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형성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기제의 형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정부의
취업촉진 책임의식을 더욱 확고히하였다.
경제사회의 발전 및 취업 형세가 변화됨에 따라 적극적 취업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첫째, 정부의 역할만을 중시하는 것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다같이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
고, 둘째, 관심대상이 재취업인원에서 모든 취업인원으로 확대되었고, 셋째, 비교적 좁은 범위의
취업촉진 수단에서 다채널의 광범위한 취업촉진 수단으로 변화되었고, 넷째, 경제성장의 일자리
확대 작용을 중시하지 않은 것에서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대의 상호작용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으
로 변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취업을 촉진하는 것에서 노동집약형 산업, 서비스업, 중소
기업 등이 취업을 촉진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적극적 취업정책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자리 확대, 취업곤란자의 취업보장기제의 구축, 사회안정 유지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
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 맺음말
중국은 현재 사회경제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에 처해 있으며 노동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시
장체제의 변화, 경제체제의 변화 및 제도체제의 변화 등 복합적인 체제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정세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복잡 다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에게 불안정한 요소
를 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취업촉진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한편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도시지역 등기실
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실업문제는 노동력의 과잉뿐만 아니라 체제 변화에서 온 제도적 모
순에 기인한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민생 개선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기 때
문에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노동취업제도 개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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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 : 금속노조 지난 16년간 최고치인 8%의 임금인상 요구
금속노조(IG-Metall)의 베르톨트 후버(Berthold

반면, 사용자들은 이러한 금속노조 측의 임금인

Huber) 의장은 지난 화요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

상 요구안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용

가오는 단체협상에서 지난 1992년 9.5%의 임금인

자 측은 세계경제 전망의 악화와 수요감소로 인해

상안 이래로 16년 만의 최고치인 8%의 임금인상

서 노조 측의 높은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업종내 약 360만

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금속사용자연합의 마틴 카

명의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인상안으로 확정될 전

네기서(Martin Kannegiesser) 회장은 현재의 전반

망이며,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 된

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노조의 요구안은

다. 후버 의장은 이러한 높은 임금인상안 요구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사용자

근거로서 물가상승 및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소위

들은 산업생산 성장은 금년 말까지 1% 이하에 머

공정성 요소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 후버 의장은

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주실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협상 과정은 재분배적 측면

적 또한 2007년 말 이후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작년의 경제호황

재차 강조하였다. 따라서 카네기서 회장의 견해에

으로부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

따르면 노조가 6.5%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었던 지

였음을 지적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 동안 금속

난해 협상 과정 당시보다 분배 여지가 상당히 작아

및 전기업종 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220% 증가

졌다는 것이다.

하였지만, 이에 반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약 10%

금속노조 측에서는 이미 가능한 파업 일시를 설

정도만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후버 의장은 이러

정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효력을 갖고 있는 단체

한 임금인상안을 통해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키고,

협약이 금년 10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노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

사 상호간의 평화의무도 종료됨에 따라 11월 3일

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에 독일 전역에서 파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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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일에는 뉘른베르크에서 대규모의 파업집회

2F59D36B7378F~ATpl~Ecommon~S

가 예정되어 있다. 금속노조의 후버 의장은 단체협

content.html

상을 신속히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을

�출처 : 2.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장기간 지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18일자,‘Höchste Lohnfor

�출처 :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derung seit 16 Jahren: IG Metall will

2008년 9월 23일자,‘Metaller wollen 8

sieben bis acht Prozent mehr’
, http://

Prozent: Höchste Lohnforderung seit

www.faz.net/s/Rub0E9EEF84AC1E4A

16 Jahren’
http://www.faz.net/s/Rub0E

389A8DC6C23161FE44/Doc~E3F2E

9EEF84AC1E4A389A8DC6C23161F

D072152A4F23BA2717B821E6CF2E

E44/Doc~EA28E7CE053484BEC908

~ATpl~Ecommon~Scontent.html

독일 : 2009년 독일 내 실업자수 정체 예상
연방노동∙사회부 산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경기하락에 의해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이 또한 종

(Institut fü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

전보다 직업능력을 갖춘 실업자에 집중될 것으로

IAB)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독일 내 실업

예측하고 있다.

자수가 정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09년의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하

경제성장률을 1%로 추산했을 때, 이 연구 결과에

거나 직업을 알선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유가 있는

따르면 2009년 평균적인 실업자의 수는 316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08년 현

자가 대부분이이서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를 받는 장기실업자의 고용기회는 더욱 악화

재의 실업자수와 대비하여 10만 명 정도가 감소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급여를 지급받는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을 이보다 낮은 0.5%로 가정

자가 전체 실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해도 2009년 평균 실업자수는 2008년보다는 낮은

에는 다시 7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렇

수준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평균적인 실

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장기실업의 고착화를 막

업자수의 감소는 2009년 초반의 낮은 실업자수에

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컨대 지속적인 직

기인하는 것일 뿐, 2009년 한 해 동안 월별 실업자

업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는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

*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 : 하르츠개혁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는

에 의해 예전의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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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사회부조(Sozialhilfe)가 통합된 것. 장기간 일자

년 9월 11일자 언론보도,‘IAB erwartet

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2009 Stagnation am Arbeitsmarkt’,

지원.

http://www.iab.de/de/informationsservice/

�출처 :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홈페이지, 2008

presse/presseinformationen/kb1308.aspx

독일 : 독일정부, 국민부담경감대책 의결
독일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근로자 및 각 가정

있었던 것(2008년 말 대략 150~160억 유로(한화

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의결하였다. 정

약 27조 5,500억~29조 3,300억 원)과 9월 말 현재

부 여당에 의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2010년까지

7.4%라는 종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실업률이 이번

120억 유로(한화 약 22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

대책을 가능하게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2009년

정이다.

과 2010년에 2.8%의 실업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이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의하면, 자녀지원금

후 3.0%의 실업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이번 대

(Kindergeld)이 인상되게 된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책에 대해,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인 오라프 숄츠

둘째 아이까지는 현행 154유로(한화 약 282,000원)

(Olaf Scholz)는 최대한 실업보험료를 인하하겠다

에서 10유로가 인상된 164유로(한화 약 301,200

는 목표와 연방노동사무소의 장기간 안정적인 재

원)를 받게 되며,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6유로가

정계획이라는 목적을 합치시킨 결과라고 평가하

인상된 170유로(한화 약 312,000원), 넷째 아이부

였다.

터는 195유로(한화 약 358,000원)를 받게 된다. 이

이 밖에 가사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종전

뿐만 아니라 자녀소득공제금액(Kinderfreibetrag)도

보다 나은 세금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

연 약 5,800유로(1,065만 원)에서 6,000유로(한화

니라 2010년부터는 의료∙간병보험을 위한 지출

약 1,100만 원)로 높아지게 된다.

도 종전보다 많은 세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중요 내용 중 하나는 실업

된다.

보험료 인하를 들 수 있다. 현행 3.3%인 실업보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료율이 2009년 1월 1일부터는 3.0%로 인하된다.

1. 2009년부터 자녀지원금 인상(둘째 아이까지

이에 더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

는 164 유로, 셋째 아이는 170유로, 넷째 아이

일까지 한시적으로 2.8%의 실업보험료율이 적용

부터는 195유로)

되게 된다. 연방노동사무소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2. 자녀세금공제혜택이 종전보다 약 200유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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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연 6,000유로
3. 실업보험료율이 현행 3.3%에서 2009년 1월 1

�출처 : 1.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8년
10월 15일 자 보 도 , ‘ Beitrag zur

일부터 2.8%로 인하(2010년 6월 30일까지,

Arbeitslosenversicherung wird abgesenkt,’

이후에는 3.0%)

http://www.bmas.de/ coremedia/

4. 가사서비스(청소도우미, 육아도우미)에 지출
한 비용은 최대 20%의 범위(최대 年 20,000
유로) 내에서 세금공제, 세 경감 폭은 최대
4,000유로
5. 실업급여Ⅱ를 지원받는 부모의 자녀에게 10
학년까지 매학년 초에 100유로의 학용품비

generator/28998/2008__10__15__arbei
tslosenversicherung.html?
�출처 : 2. 타게스샤우, 2008년 10월 15일자 보도,
‘Mehr Kindergeld-weniger Arbeitslosenbeitrag,’http://www.tagesschau.de/
kabinett116.html?

지급

스웨덴 :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추세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공영 사회보험에 대한

이나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민들의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민

가장 흔한 사례는 병으로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간 설문조사기관인 시노바테(Synovate)의 조사에

정상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

의하면 스웨덴 국민 3명 중 1명이 병이 들거나, 실

험을 드는 것이다. 일부 보험 전문가는 개인이 직접

업, 그리고 정년퇴직을 할 경우 보험에 의존하는

그런 보험을 들기보다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가 체결한 단체보험을 들도록 권하고 있다. 단체보

최근 공영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의 임금대

험을 가입하면 개인보험과는 달리 건강진단을 따

체율은 많이 낮아지고 또한 보험금 수급을 위한 자

로 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격조건이 점점 까다롭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자, 공

스웨덴의 경우 약 90%의 노동자가 임금단체협

영사회보험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 간의 신뢰도가

약에 포함되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하에 최

머지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공영 사회보

근 민간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험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스웨덴 국민 3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명 중 1명이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상병보험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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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venska Dagbladet, 2008년 09월 26일자,
‘Lågt förtroende för socialförsäkringar,’
http://www.e24.se/pengar24/jobbkarriar/a
rtikel_737603.e24

영국 : 유연근로 정착에 대한 보고서 소개
2009년 4월 유연근로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도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고, 이번 가을

유연근로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보

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소개하면

고서가 나왔다. 현재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나,

서, 정부의 움직임을 반겼다. 보고서는 홍보의 대

18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피부양자를 돌보는 부모

상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이어야 하며, 특히 중소

나 보호자는 유연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

지고 있다. 내년에는 연령 제한이 16세 이하로 상

했다.

향 조정되어 유연근로 신청가능 근로자의 수가
4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홍보 부족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더딘 것에 비
해, 제도가 이미 도입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

국회 노동∙연금 위원회가 펴낸「보호자 평가 및

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영국산업연맹(CBI)이

지원 조사 보고서(Valuing and Supporting Carers

조사, 발행하는“고용동향 조사(Employment

Inquiry)」
에서 유연근로 신청 자격을 갖춘 대부분

Trends Survey)”
의 2008년도 보고서에서는 513명

의 부모나 보호자가 유연근로 신청법를 잘 모르거

의 사용자 중 93%가 적어도 한 가지 형태 이상의

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유연근로를, 57%는 세 가지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에 대해

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의 형태도 기존의 시간제 근

알고 있어도 부정적 인식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

무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 밝혀졌다. 학습장애자 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46%의 사용자가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따르면, 70%의 아버지들은 본인들이 부성휴가를

는 원거리 근무나, 재택근무를 제공했다. 2004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모르고 있었고, 55%는 유연

의 11%, 2006년의 14%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

근로제 신청 자격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다. 유연근로 신청을 수락하는 비율도 93%에 달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기업규제개혁부(BERR)

해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음

와 평등부(Equality Office)가 공동으로 유연근로제

을 암시했다. 또한 퇴직 시기를 조정하는 유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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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도 늘어나 약 3분의 1 가량의 퇴직 대상 근

personneltoday.com/articles/2008/09/0

로자들이 퇴직 연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81%의

4/47394/flexible-working-fails-to-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take-off-due-to-lack-of-

사용자 측의 빠른 태도 변화로 인해 유연근로가

awareness.html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홍보 부족으

�출처 : 2. Personneltoday.com, 2008년 9월 8일

로 인한 소외 근로자가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자,‘Flexible working soars as 46% of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의지가 제도

employers offer working at home,’

정착의 속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

�출처 : 1. Personneltoday.com, 2008년 9월 4일

s/2008/09/08/47410/flexible-

자,‘Flexible working fails to take off

working-soars-as-46-of-

due to lack of awareness,’http://www.

employers-offer-working-at.html

영국 : 경제위기 속 공공부문 일자리 선호 현상 뚜렷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있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에는 인력부족 일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들이

자리로 분류됐던 조달(procurement)이나 프로젝트

영국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되고 있음이 이직

관리(project management) 등의 분야에 갑작스런

패턴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들은 오랫동안 구

지원이 몰리고 있음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인이 힘들었던 일자리도 최근 들어 쉽게 채워지고

금융분야에서부터 시작된 노동시장의 대혼란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통계청은 올 7월

공공부문에서도 우수인력 유치의 기회로 삼고 있

까지 3개월간 민간부문은 29,000명 감소해 2,370

는 경우도 있다. 해로우 카운슬(Harrow Council)에

만명의 근로자를 기록한 반면 공공부문은 13,000

서는 금융위기로 파산한 HBOS 은행이나 리만브

명 증가해 57만 7,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라더스의 퇴직자들을 주타깃으로 구인활동을 펼

서리 카운티 카운슬(Surrey County Council, 한국

치고 있다. 카운슬의 존 터너 인사 담당은 공공부

의 도청에 해당) 카멜 밀라 인사과장은 민간부문에

문의 업무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금융권과는 다르

서 경제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 경

지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업무가 있는 만큼 경제

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침체 때문에 고용에 타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일

직장으로 간주되는 공공부문으로의 이동 현상이

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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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침체기에 더 매력적

는 구직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아 공공부문으로

이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분명한 것은

몰려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모임의 스티븐 모어

직업불안정성이라는 민간부문의 이슈에서 공공부

회장은 최근 일어나는 민간∙공공 간 이직이 그릇

문은 더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간∙공공

된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염려하면서, 공공부문도

부문 간의 이직 현상은 금융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

평생직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닌 것으로 보인다. 입스위치 카운슬(Ipswich

�출처 : Personneltoday.com, 2008년 9월 29일자,

Council)의 존 워터 인사과장은 건설 경기 침체에

‘Public sector jobs seen as safe bet during

따라 측량사나 건설업 종사자들의 이직 러쉬가 있

economic downturn,’http://www.per

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onneltoday.com/articles/2008/09/29/47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인력 러시에 대해 신중

669/public-sector-jobs-seen-as-

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력 담당자 모임

safe-bet-during-economic-

(Public Sector People Managers’Association)에서

downturn.html

영국 : 정부, 민간부문 성별 임금격차 공개하도록 캠페인 착수
현재 남녀 임금증가율 속도로 본다면, 여성 관리

권장하는 캠페인(post your pay gap)에 착수했다. 모

자급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게 되는 데에는 187

든 중앙정부 부처도 부처별 성별 임금격차를 인터

년이 걸릴 것이라고 차터드 경영연구소(Chartered

넷에 공개하였는데 외무부와 내무부가 가장 심한

Management Institute)에서 밝혔다. 연구소의 연간

차이를 보였다. 평등부에서는 이번 계획이 자발적

임금 조사에 따르면 영국 경영분야에 종사하는 여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평등부 하

성의 평균 임금이 £32,614인데 반해, 같은 분야

만 장관은 다른 법들을 통해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의 남성 임금은 £46,269였다. 이 조사는 4만명 이

남녀 임금격차를 측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 연수생부터 관리자급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

평등과 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으로 조사하였는데 여성의 임금 상승율은 6.8%,

Rights Commission)는‘명백한 불평등’
으로 보이

남성은 6.6%로 여성이 조금 앞섰다.

는 부문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정부의 평등부(The Government Equalities

밝혔다. 금융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41.5%로 전

Office)에서는 고용주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동등한

국 평균 12.6%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직급에 있는 남녀의 임금격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출처 : 1. 퍼스널 투데이, 2008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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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pay gap compulsion threat
hangs

over

private

sector,’

pay for women managers not until
2195, survey suggests,’http://www.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

guardian.co.uk/society/2008/sep/19/eq

s/2008/09/26/47620/gender-pay-

uality.women

gap-compulsion-threat-hangsover-private-sector.html
�출처 : 2. 가디언, 2008년 9월 19일자,‘Equal

�출처 : 3. 평등부의 중앙정부 부처 남녀 임금격차
자료, http://www.equalities.gov.uk/
women_work/two_step_guide.htm

영국 : 단기 근로자들 불만 급증
최근 취약고용위원회(Commission on Vulnerable

보고서는 취약 근로를“지속적으로 빈곤에 놓일

Employment)에서 발표한 <고된 일, 숨겨진 삶

수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기

(Hard Work, Hidden Lives)>이라는 보고서에 따르

인하는 부정의(injustice)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불확

면 영국 내 2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직업의 안정성

실한 일”
로 정의했다. 시민고충상담부서의 상담원

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의 70% 그리고 법센터 상담원의 80%가 상담을

직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단기 근로자들이 시민

상담건수에 비해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고충상담부서(Citizens Advice Bureaux)에 상담을

밝혔다. 또한 상담원들의 79%가 매주 부당해고 사

의뢰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

례를 접수받고 67%는 주당 급여에 관한 문제를 접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또한 많은 고용주들이

수받는다고 한다. 이 연구 팀의 리더인 아나 폴러

고의로 생계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을 이용하거나

트(Anna Pollert) 교수(University of the West of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England)는“이 조사의 목적은 단기 근로자의 부당

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요식업이

대우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는 너무

나 청소업, 혹은 공장기술자와 같은 저임금, 저기

나 놀라웠다”
라고 하며,“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분

술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의 사례를 중점

의 부당대우가 이러한 착취를 방지하고자 했던 법

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착취는 주로 자주 이직을

적인 규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고서 내

라고 말했다.

용의 대부분은 시민고충상담부서와 법센터(Law
Centre)의 상담가들이 접수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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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법제화되어야 하며, 관련 집행기관은 일을

연대하여 영국내 폴란드 근로자들의 착취를 방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기 근로자들

하기 위해 협약을 채결했다고 했다. 그리고 취약

의 25%만이 노조가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사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견근로자들의 권

실에 대해서, 노조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

리 보장이나 최저임금제도 이행 등의 이슈들에 대

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

이에 영국노동총연맹(TUC)은 보고서가 출판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노조 대표들에게

했다.
�출처 : 가디언, 2008년 10월 3일자,‘Sharp rise

취약 고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

in complaints by short-term workers,’

한 이해를 높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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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

society/2008/oct/03/socialexclusion.trade

에도 TUC는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unions

있으며 최근 두 폴란드노총(Solidarity와 OPZZ)과

영국 : 경제위기로 노동시장 침체 심화
영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면서, 고용상황 악화

서 제조업, 서비스업들 모두에서 자신감 상실이 공

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금주 들어서

통적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경기 침체기의 정의

도 영국의 주요 기업들에서 감원을 연달아 발표하

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아직 일어나지는

고 있다. 인터넷 경매 업체인 이베이는 전체 인력

않았으나 상공회의소 측은 현 경기가 예외적으로

의 10%에 해당하는 1,000여 명을 감원하기로 했

나쁘다고 결론내리면서 경제가 2분기 연속 엄청난

고, 여행사인 에어 링귀스는 아웃소싱을 통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자수도

1,5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컨설팅 회사인 영

향후 2년간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 늘어나 2백

국 악센튜어도 400명을 해고한다는 메일을 사원들

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 경기 침체 타개책으로

에게 발송했다.‘공인인사개발연구소(CIPD)’는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투자 촉진을 위해 국책은행

2009년 말까지 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인 잉글랜드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고, 정치권의 적

예측했다.

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영국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영국상공회의소

영국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BCC)’
가 5,0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75%에 달하는데, 서비스 부문의 경우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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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된 12년 만에 지난 9월에 가장 큰 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미스러운 일로 내

성장률이 감소했다.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각을 두 번이나 사퇴했던 만델슨 장관의 복귀가 정

불황을 의미하는데, 8월에 49.2를 기록했던 지수

치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유럽연합 통상위

가 9월에는 46으로 떨어졌다. 서비스 부문뿐만 아

원회의 영국 대표로 영국이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니라, 제조업 지수도 동 기간 17년 만에 가장 큰 폭

지침에서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인

으로 하락했다.

정되는 등 경제 관료로서의 능력 면에서 노동계와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위축이 심화 및 장기화

재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될 조짐이 보이자 노조들의 우려도 늘어가고 있다.

�출처 : BBC, 2008년 10월 7일자,‘UK economy

영국노동총연맹(TUC) 측은 새로 취임한 피터 만델

‘already in recession,’http://news.bbc.co.

슨(Peter Mandelson) 기업규제개혁부(전 통상산업

uk/2/hi/business/7656090.stm

부) 장관에게 일자리 창출 유지에 우선적으로 집중

영국 : 탄력근무제 확대 제안에 대해 재고
기업규제개혁부(전 통상산업부) 장관인 피터 만

는‘엄마들넷(Mumsnet)’
과‘아빠 정보(Dad Info)’

델슨(Peter Mandelson)은 현행 만 6세 이하의 자

라는 자녀 양육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탄력

녀가 있는 부모에게 부여된 탄력근무제 권리를 만

근무제를 원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요

16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최근의

구들을 인용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3,500명의 자

불경기에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녀 양육 부담이 있는 아버지의 83%와 어머니의

이 새로운 방안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평

86%는 탄력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2/3

등감시단(The government’
s equality watchdog)

이상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은 이에 대해 비난하고, 평등과 인권위원회(The

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탄력근무에 대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탄력근

해 조율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무제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했다. 또한 엄마들은 상사에게 임신했다고 말했을

것이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구시대

때 그리고 모성휴가 후에 복직했을 때 차별을 경험

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 관료들에게 실망이라

했다고 응답했다.

고 밝혔다.

이에 브레어는 탄력근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

위원회 책임자인 니콜라 브레어(Nicola Br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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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

자 모두에게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 또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오히려 재능

한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있는 직원들을 유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제적

�출처 : 가디언, 2008년 10월 22일자,‘Mandelson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der fire over flexible working

이에 대해 내각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proposals,’http://www.guardian.co.uk/

시기에 가정과 회사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모든 일

politics/2008/oct/22/mandleson-

들을 할 것이고 탄력근무제가 회사에 긍정적인 영

equality-maternity-recession

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

프랑스 : 프랑스 우체국 자본 개방에 대해 노조 파업
지난 9월 23일 우체국 노동조합은 기업의 자본

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우체

개방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

국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정부에 의해 통제

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벌어진 파업에

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존하고, 공공서비

기관종사자의 40%가(사용자 측 통계는 27%) 참

스 임무와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장이 있어야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은 평소 25%를 넘지

하며, 기관근로자의 미래 보장과 자본 증가를 목적

못하던 파업참가율에 비하면 대단히 성공적이었

으로 하는 자본개방,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투자전

던 것으로 평가된다.

략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날 파업은 지난 9월 초 프랑스우체국의 장 폴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54%가 공무원인 30만

베이(Jean-Paul Bailly) 대표가 2011년 1월로 예정

명의 근로자들은 지위 변경과 공공서비스의 쇠락

된 유럽우편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기업경쟁력

에 대해 우려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은 우체국의 자

을 갖추기 위한 투자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본개방과 민영화가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의 자본 개방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2010년까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종말

지 우체국의 현 국영기업(EPIC)으로서 지위를 주

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프랑스의 대표적

식회사(SA)로 전환하고, 2011년에 투자 개방을 하

여론 조사기관 중 하나인 IFOP(Institut Francais d’

여 25억~35억 유로(한화 약 4조 2,018억 원~5조

Opinion Publique)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8,825억 원)의 투자자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인의 56%가 우체국의 자본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하였다. 특히 대표는 이 계획이 성공하

상황 속에서, 프랑스 우체국의 다수가 속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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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인 CGT(Confederation generale du

haute surveillance,’http://www.

travail)는“내 우체국을 건드리지 마”
라는 캠페인

lemonde.fr/economie/article/2008/09/

으로 이미 14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노조와 좌파

22/l-ouverture-du-capital-de-la-

정당은 우체국 자본개방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기

poste-sous-haute-surveillance_

하고 나섰다.

1098090_3234.html

한편 9월 5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후 우

�출처 : 2. 르몽드, 2008년 9월 23일자,‘La grève

체국의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á La Poste est une“réussite”
, selon les

의원, 노조, 기업,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우체국진

syndicats,’http://www.lemonde.fr/

로협의회’설립을 발표하였고, 이 협의회는 11월

economie/article/2008/09/23/la-greve

30일까지 성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a-la-poste-est-une-reussite-

�출처 : 1. 르몽드, 2008년 9월 22일자, ‘L’

selon-les-syndicats_1098708_3234.
html.

ouverture du capital de La Poste sous

프랑스 : 신고용계약(CNE)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간
2008년 9월 프랑스 노동부와 경제부 산하의 연
구조사통계진흥위원회(DARES)는 2005년 8월 도

4개월을 일했을 경우, 1개월 이상의 특별실업수당
을 받을 수 있었다.

입되어 2008년 6월 노동시장 현대화법에 의해 폐

이 보고서는 2005년 10월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지된 신고용계약(Contrat nouvelles embauches :

2년 후인 2007년 11월 상황을 대상으로 하였다.

CNE)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계

2007년 11월 CNE 계약 근로자는 20만 명으로 집

약은 20인 미만의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무기

계되었으며, CNE로 고용된 근로자 중 공고화 기간

고용계약(CDI)으로의 전환에 앞서 2년간의 소위

에 CDI로 전환된 경우는 단지 3%에 불과하였고,

‘공고화 기간(période de consolidation)’
을 두어,

2/3의 경우,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는

기간근로계약(CDD)의 경우 28%만이 2년 이후에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

같은 기업에 남아 있어 가장 고용이 불안했으며,

심으로 하였다. 단, 해고남용방지와 근로자보호를

CNE의 경우는 33%로 50%를 보인 CDI의 경우와

위해 고용주는 해고시 제공된 급여의 8%를 해고

CDD의 경우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고용주

보상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최소

로부터 해고된 경우가 CDI보다 CNE의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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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이상이 높았고, 또한 CNE로 고용되어 근로

다. 반면에 고용된 근로자가 떠난 후 고용이 없어

를 지속하는 경우가 5인 미만 기업에서는 29%,

지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체된 대체율(taux de

5~9인 기업은 38%, 10~19인 기업은 36%로 기업

remplacement)이 CNE 계약의 경우가 CDI 계약

의 규모에 따라 고용지속 현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준에 다다르거나 시기에 따라선 더욱 높아 이 계

이 보고서는 애초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

약이 일자리를 형성∙존속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CDI를 확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CNE는 2007년 11월 해고

다고 했던 목적에 기초한 평가에 대해서는 실행기

를 위해선 적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국제

간이 짧고 다른 중요한 경제변수들이 존재한다는

노동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국제노동기구의 판결에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일단 CNE 계약

의해 결국 2008년 6월에 폐지된 바 있다.

근로자가 공고화 기간 중 CDI로 전환된 경우는 매

�출처 : Premières informations de DARES, n�

우 드문 것(3%)으로 나타났고, 고용주에 의한 해고

39.1, 2008년 9월, Christine Lagrenne,

가 남다르게 빈번하여(21%) 애초에 CNE의 도입

Claude Minni et Véronique Rémy,“Du

으로 해고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지 못하였

contrat nouvelles embauches au CDI”

2005년 10월 고용된 근로자의 2년 후 상황
기간근로계약(CDD)

신고용계약(CNE)

무기근로계약(CDI)

근로 지속

28%

33%

50%

동일 근로계약

20%

8%

30%

다른 근로계약

3%

50%

0

근로 중단

72%

67%

50%

계약기간 종료

44%

-

-

사직

19%

37%

36%

해고

5%

21%

10%

공동결정

4%

9%

0

견습기간종료
전 체

-

-

4%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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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기업위원회 근로자대표위원 선거, 노동총연맹(CGT) 최대노조 고수
노동부 산하 조사연구통계진흥위원회(DARES)

6.5%를 각각 획득하였다. 특히 전국자율노조연합

에서는 2005~2006년 기업위원회(comités d’

(UNSA)과 연대노조연합(Solidaires)이 포함되어 있

entreprise) 근로자대표위원 선거 결과를 조사∙발

는 기타노조 부분이 8.2%를 획득하여 지난 1997년

표하였다. 근로자대표위원은 보통 임기가 2년이고,

이래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마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가 홀수 혹은 짝수로

한편, 개정된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

달라 일반적으로 2년간의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된

상의 기업에 설치되는 기업위원회의 근로자대표

다. 특히「사회 민주주의 쇄신과 근로시간 개정에

선거 결과는 종업원대표(délégués du personnel) 선

관한 법」
이 대표노조 선출 기준과 단체협약 인준

거 결과와 함께 노조의 대표성을 인준받기 위한 중

규정에 기업위원회 선거 결과를 포함시킴에 따라

요한 기준이 되었다. 노조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번 결과 발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선 노조가 직업선거에서 최소 10% 이상(예외적으

이 발표에 따르면, 먼저 이 기간의 선거참여율은

로 산별은 8% 이상) 득표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63.8%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노조후

성사를 위해서는 총 30% 이상의 득표를 획득한 하

보의 득표율은 77.4%로 예년보다 높았다. 하지만

나 이상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총 50% 이

100인 이하 기업에서는 비노조 후보 역시 과반수를

상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이 제도는 이후 4년간

차지하여 중소기업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2009~2012년)의 직업선거 결과를 가지고 2013년

노조 중에서는 노동총연맹(CGT)이 전체 유권자 중

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22.9%를 획득하여 최대 노조의 위치를 유지하였고,

�출처 : Premières informations de DARES, n�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이 20.3%로 그 뒤를 이

40.3, 2008년 10월, Jacod, Olivier,‘Les

었으며, 노동자의 힘(CGT-FO) 12.7%, 프랑스기독

élections aux comités d’entreprise en

노동연맹(CFTC) 6.8%, 간부총연맹(CFE-CGC)

2005-2006’

1995-96

1997-98

1999-00

2001-02

2003-04

2005-06

66.2

65.8

64.5

64.6

64.8

63.8

CFDT

21.1

21.3

22.9

22.7

21.2

20.3

CFE-CGC

6.1

6.1

6.0

5.8

6.3

6.5

CFTC

4.8

5.0

5.5

5.8

6.4

6.8

CGT

21.7

22.4

23.0

23.5

23.4

22.9

CGT-FO

12.2

12.1

12.3

12.7

12.6

12.7

기타 노조

6.8

6.5

6.5

7.0

7.3

8.2

비가입 후보

27.3

26.6

23.8

22.5

22.8

22.6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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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도 : 인도산업연합회, 5만 명 직업훈련 교육 계획
인도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는 2009년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만

(Chhindwara) 지역에서 시작되며, 각 주에 1개소의
교육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명의 직업훈련생 교육을 계획 중이다. 이 프로그램

CII에는 인도 중소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

은 성장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여 7,50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CII는 서비스 특

산업체, 정부 및 국가기술발전기구(National Skills

화와 세계적인 연결망 확장을 통해 사업환경 조성

Development Mission)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에 이바지하고,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

CII 기술위원회 산타남(B, Santhanam) 회장은

한 정부 정책을 지원 및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

각 산업 분야의 구직자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둘 것

난 한 해 동안 CII는 1만 명에 가까운 직업훈련생

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대졸자, 고졸 및 중퇴

을 교육시켰다. 이달 17~18일 인도 수도 델리에서

자를 포괄하는 청년층에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함

열리는‘기술발전 국제회의’
에서 CII는 기술발전

으로써 정부의‘국가기술 발전 정책’
을 촉진시킬

에 대한 5개 산업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

계획이다”
고 전했다. 직업교육훈련은 각종 직업훈

정이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소매업, 건설업, 헬스

련원, 기술/기능 전문학교, 특정 기술 분야 교육에

케어, 금융서비스업 등의 5개 산업 분야의 기술 부

공인 받은 기업체에서 수행되며, 직업교육은 공인

족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작

자격증 기술/기능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성되었다.

인도 정부는 향후 5년 동안‘1백만 명 직업교육

�출처 : 1. The Economic Times, 2008년 9월 15

훈련’
을 목표로 이 프로그램에 31,000 끄로 루피

일자,‘CII to train 50,000 people,’

(Rs 31,000 crore, 한화 약 7조 6,000억 원)의 예산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J

을 편성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obs/CII_to_train_50000_people/articles

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분야에는

how/3483004.cms

자동차, 자동차 조립, 운송, 물류, 유통, 관광, 미디

�출처 : 2. 인도산업연합회 홈페이지, 2008년 9월

어, 오락, 헬스케어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직업교

17일 발표자료, http://www.ciionline.

육은 마댜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 친드와라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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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다국적 기업 CEO, 해직 근로자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
지난 9월 22일 인도 델리 인근 공업지대 그레이

다. 그러나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CEO를 죽음으로

트 노이다의 다국적 기업 CEO가 해고된 근로자들

이끌었다. 밖에 있던 경비원들이 공포를 쏘자 간부

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했다.

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일부 근로자들도 다쳤다”
고

숨진 쵸우드리(Lalit Kishore Choudhary, 47세)

해고 근로자 중 한 명인 라즈팔(Rajpal)은 진술했다.

는 이탈리아 다국적 기업 그라지아노 트랜스미시

이번 사건에 대해 각계에서는 다른 입장을 표명

오니(Graziano Transmissioni) 인도 법인 CEO로

했다. 그레이트 노이다 산업협회 부의장은“근로

125명의 해고된 근로자들과 협상 중 이들에게 집

자들이 회사로 난입해서 CEO를 살해한 사건은 이

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들이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200여 명의 근로자가

이런 사건은 다국적 기업이 노이다 지역에 회사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설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고 말했다. 이탈

난동을 부렸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고로 대응하

리아 대사관 측은“우리는 이 뉴스에 충격을 받았

였다.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요구가 있자, 지난 9월

고 명확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이다”
는

16일 경영자 측과 근로자 측 대표는 15명을 제외한

입장을 밝혔다. 인도 노동부 장관은“근로자들의

해고 근로자의 복직에 동의했다. 선결 조건으로 복

원성을 산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직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난동에 대한 사과문을 회

경영자 측은 이번 사건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고된 근로

경영자 측은 근로자들을 애정을 갖고 대해야 한다

자들은 회사 측의 사과문 요구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 생각한다”
고 말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

쇠줄을 들고 회사로 진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부수

다. 이번 사건으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도

고 유리창을 깼다. 쵸우드리가 이들을 진정시키고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출처 : 1. Hindustan Times, 2008년 9월 22일자,

이다. 이 사건으로 경비와 해고된 근로자를 포함한

‘Workers kill CEO in Noida,’http://

수 십 명이 다치고 현재까지 63명이 체포되었다.
“오전 9시 45분경 이러한 폭동을 예상한 회사 측
은 경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오후 12시 30분까지 경

hindustantimes.com/StoryPage/Print.as
px?Id=eb6568c6-c26f-405a-961e2595e1a82fba

찰이 오지 않았다. 경찰이 제 시간에만 왔다면 근로

�출처 : 2. The Hindu, 2008년 9월 23일자,

자들이 회사 안으로 진입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CEO

‘CEO of Greater Noida firm battered

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고 이 회사 이사가 전했다.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 일자리를 되찾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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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ath,’http://www.thehindu.com/2008/
09/23/stories/2008092357110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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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후생노동성�모자가정 취업지원 맵을 공표
일본 정부는 모자가정�등에 대해서 ① 육아∙

지원프로그램을 책정해, 헬로워크나 모자가정 등

생활지원책, ② 취업지원책, ③ 양육비 확보책, ④

취업 및 자립지원센터와 긴밀하게 제휴하면서, 치

경제적 지원책의 4가지 종합적인 모자가정 자립지

밀한 취업지원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바로 취업으

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2008년도에는 모자

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모자가정의‘모’
에 대해서

및 과부 복지법에 근거하는 기본방침을 새롭게 정

는 NPO 법인 등과 제휴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의

함과 동시에 취업지원책을 보다 확충하는 것을 계

참가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의 양성 등을 도모한다.

획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도 지방공공단체
에 있어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대책 및 상황을 일
람할 수 있는 모자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맵을 작
성하여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이 모자가정 취업지원 맵은 자립지원시책의 중
심이 되는 취업지원책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의

(3) 자립지원 교육훈련 급부금사업(실시 주체： 도도
부현, 시,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정촌)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교육훈련 강좌를 수
강한 모자가정의‘모’
에 대해서, 강좌 수료 후에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한다.

2006년도, 2007년도의 실시 상황 및 2008년도 실
시예정 상황을 지도상에 색깔로 분류한 것으로 모
자가정 취업지원 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고등기능훈련 촉진비 등 사업(실시 주체： 도도
부현, 시,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정촌)
간호사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자격을

(1) 모자가정 등 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실시 주

취득하기 위해 2년 이상 양성기관 등에서 수학하

체：도도부현, 정부 지정도시, 중핵시)

는 경우, 생활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기능훈련

모자가정의‘모(母)’등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에

촉진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입학금 부담을 고려한

서부터 취업지원강습회, 취업정보의 제공에 이르

입학지원수료일시금을 지급한다.

기까지 일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5) 상용고용전환장려금사업(실시 주체： 도도부
(2) 모자자립지원 프로그램 책정 등의 사업(실시
주체： 도도부현, 시,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현, 시,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정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자가정의‘모’

있는 정촌(한국의 읍∙면에 해당))

를, OJT 실시 이후 상용고용 근로자로 고용 전환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의 자립 및 취업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위해서, 모자가정의‘모(母)’
의 실정에 응한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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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hlw.go.jp/topics/bukyoku/koyou/

19일자, 母子家庭就業支援マップの公表に

map/index.html에서 발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ついて」
,’http://www.mhlw.go.jp/houdou/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2008년 9월

2008/09/h0912-2.html

일본 :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 확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11일 파견법 개정

정규직화를 위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

안을 확정발표하였다. 6월 8일 파견근로자가 동경

치 등을 취할 것, 그리고 소개예정파견(정규직 채

아키하바라에서 7명을 무차별로 살해한 이후 파견

용을 전제로 수개월간 파견사원으로 근무하는 형

법 개정 움직임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는데 정부의

태)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파견회사

안이 거의 확정되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에 노력 및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첫째, 일용 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실

셋째, 파견근로자의 처우확보조치이다. ① 파견

시되는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일용

회사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직무의 내

파견이 일상화되어 있는 업종이나, 전문성이 있는

용, 성과, 의욕,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노

업무로 근로자 보호상 문제가 없는 업무에 한하여

력 및 의무화하였다. 이를 위해 파견사용주의 동종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 18개 업무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사항의 하나로 지침에 명기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설계, 통역∙번역∙속기 등

할 예정이다. ② 파견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을 고려

이 포함되어 있다. 30일 이내 단기파견이 금지되어

한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취업기회의 확보 등을

있는 업종에 종사해 왔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

강구할 것을 파견회사에 노력 및 의무화하였다. ③

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소개를 충실히 하기로

파견사용주는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교

하였다.

육훈련 등의 노력 및 의무화할 때 필요한 정보를

둘째, 등록형 파견의 정규직화이다. 일본의 경우,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의무화하였다. ④ 파견요금,

근로자가 파견회사에 파견등록을 해두고 사용사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요금과 임금의 차액 등에

업주로부터 파견을 요청 받을 때 파견회사와 고용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파견회사에 의무화하

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등

였다. ⑤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운영의

록형 파견이 상당히 많다. 정규직화의 내용은 파견

상황, 구체적인 처우결정방법, 파견제도의 설명을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든지 처음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터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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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때 당해 파견회사의 전체

게 임금 및 고용계약 기간에 관하여 이전보다 강력

파견근로자의 8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0%을

한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

초과할 경우 지도, 권고,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

게 하였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조치이다. 파견금

이상이 정부안인데 후쿠다 전 총리의 돌연 사임
으로 인해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

지업종에의 파견,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사업소로

개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부터의 파견, 위장도급으로 파견사용주에게 일정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

한 책임이 있는 경우, 후생노동성이 파견사용주에

mhlw.go.jp/shingi/2008/09/s0912-3.html

일본 : 도요타자동차, 일본내 공장의 기간제 근로자 반년간 20% 감소
도요타자동차는 일본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상황이다.

제 근로자가 9월 말까지 반년간 약 20% 감소했다

향후 일본과 미국의 판매 부진이 계속될 경우,

고 밝혔다. 도요타자동차는 신규채용을 동결하는

계속적으로 채용을 동결하여 고용이 계속 감소할

등 올 3월 시점에서 월평균 8천 8백 명이었던 고용

가능성도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올 7월 세계적으

자수를 9월에는 약 6천 8백 명까지 줄였다. 이와

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8년의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감소는 일본내 판매 저하와

세계판매계획을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일본내 판

더불어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와

매 계획도 당초 계획보다 약 20만 대 적은 410만

이에 의한 국내 생산의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로 수정하였다. 일본내 생산의 약 60%는 수출용

보여지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4개월에서 2년 1

으로 수출차에 대한 생산이 많은 타하라 공장 등에

개월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

서는 가동률이 저하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

데, 이미 신규채용을 동결, 최근 3개월간 약 1천 5

로 미국내 자동차 수요는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백 명이 감소하였다. 도요타자동차가 정규사원으

따라 일본의 자동차업계의 고용조정이 빠르게 진

로의 전환제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도 기간

행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제 근로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8년 10월 3일 조간,

기간제 근로자수는 피크시의 2005년 6월(기간제

‘期間從業員�トヨタ半年で2割減’

근로자수 11,600명)과 비교하면 약 40%가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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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장애인 취업인구 2,130만 명
최근 중국장애인사업발전상황 신문 발표회가 북

위파밍은 장애인 취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경 장애인올림픽보도본부에서 열렸다. 국가인력자

위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장애

원및사회보장부 취업촉진부문 책임자 위파밍(于

인취업조례를 잇달아 제정하였으며, 이미 비교적

法鳴)은 중국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문제에 큰 관심

안정적인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체

을 갖고 있으며, 중국 전체 도시장애인 취업인구가

계를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장애인취

이미 433만 7천 명에 이르고, 농촌의 경우 1,696만

업보호정책 실시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자주적

6천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위파밍은 이어 중국

직업선택과 창업을 격려하고, 농촌장애인에 더욱

장애인취업사업상황을 소개하며, 중국 정부가 장

많은 취업경로를 제공하여,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애인취업문제를 취업촉진사업의 총체적 전략에

완성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장애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장애

인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취업과 분산취업을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만 도시에서 새로 직업

결합한 방법을 주로 아래 세 가지 주요 경로를 통

이 배정된 장애인수가 39만 2천 명에 이르며, 이는

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매년 도시에서 증가하는 장애인구가 30여만 명임

첫째, 장애인들을 집중취업 방식을 통해, 장애인

을 미루어 볼 때, 기본적으로 적당한 배치라고 볼

취업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복

수 있다. 이 중 집중취업 단계의 장애인은 11만 9

리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천명, 사회 각 단체의 비율에 맞게 배치된 장애인

둘째, 비례취업제를 실시하여, 장애인보장법(殘

은 11만 5천 명, 개인취업 및 기타취업은 15만 8

疾人保障法)과 장애인취업조례(殘疾人就業穡例)

천명에 이른다. 이 통계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직업

에 따라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체, 민영

을 선택하는 경우가 전체 취업장애인의 40% 이상

비영리단체는 규정의 비율대로 장애인을 고용하

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합한 업무와 지위를 선정

�출처 : 中攻�動市場，2008년 9월 9일자，‘中

해야 한다.

攻重視殘疾人事業 全攻殘疾人就業人瑠達

셋째로, 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여, 국가

2130万 ’ http://www.lm.gov.cn/gb/

가 장애인이 자신의 재능과 우수함을 충분히 발휘,

employment/2008-09/09/content_

취업시장의 경쟁에 참여하여 취업을 통해 자아가

252522.htm

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격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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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저장(浙江)성, 취업화폐제도 도입으로 실업자 재취업문제 해결
2008년 상반기 항저우(杭州)시 빈장(濱江)구에

자와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1년 이상의 근로

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6,846개로 4,049명의 실업

계약을 맺었거나 기술훈련을 통해 국가직업자격

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3,714명의 실업자에 대한

증(攻家職業資格嗇書), 저장성직업기술훈련수료증

훈련이 실시되었다. 2003년 빈장구에서 최초로 취

(浙江�職業技能培訓結業嗇書)을 취득한 경우, 빈

업화폐(就業幣)를 발행한 이래로, 신규 창출된 일

장구 노동사회보장국에서 액면가와 동일한 보조

자리의 총 숫자는 31,998개, 기술훈련을 받은 인원

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권은 액면가가 4천 위

은 20,266명, 재취업에 성공한 실업자가 16,236명,

안이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사용자가 구

도움을 얻은 취업곤란자가 13,052명에 이르며, 이

직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외에도 11,200명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항저우시

에 참여한 일 년 후, 정부는 해당 사용자에 고용인

빈장구 전 지역의 취업률은 85%에 달한다.

1인당 매년 4천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 1

항저우시 빈장구는 항저우시와 저장성의 고임금

년 후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지원금은 1인당 5

기업이 각각 60%, 25%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천 위안으로 늘어난다. 이 중 45세 이상의 여성과

저장성의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및 산업기지이다.

55세 이상의 남성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첫 해

도시화의 진전과 고급 기술산업의 발달에 따라, 대

에 1인당 5천 위안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600

량의 토지가 기업에 매입되면서 많은 실업인구가

위안이 증가된다. 취업보조원은 취업곤란자 중 탄

양산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교육수준이 낮고 기

력근무시간제로 근무하며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

술력이 부족하여 일자리에서 밀려난 경우로, 2005

을 보조하며, 직업소개권의 금액과 소개 성공 정도

년까지 빈장구 9만여 명의 전체 인구 중 약 6만여

에 따라 격려금을 그 대가로 지급받는다. 2006년 1

명이 실업자였다. 이러한 대규모 실업문제에 직면

월부터 항저우시 빈장구는 각 권의 액면가를 높이

하여, 빈장구 정부는 취업화폐제도를 도입하고, 노

고 고용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취업화폐제도

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경제

를 활용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였다.

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 中攻新聞網， 2008년 9월 16일자，’
浙

취업화폐제도의 핵심은‘3권1원(三券一員)’
으

江：小小“就業幣”潁決失業人員就業難

로 각각 직업소개권, 기술훈련권, 고용보조권과 취

題

업보조원 1명을 의미한다. 직업소개권의 액면가는

http://www.laboroot.com/article/html/20

80위안과 30위안, 기술훈련권은 300위안이며, 정

08-9-16/2008916100556.htm

,

’

부가 실업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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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관련 최고경영자 연봉 제한, 실행은 어려울 듯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7,000억 달

였던 정책방안들을 돌아볼 때 연봉 제한은 그 성과

러(한화 약 834조 4,000억 원)의 구제금융법안을

를 거두기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둘러싸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구제금융을 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받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제한함으

1984년에 미 의회는“황금낙하산(golden

로써 국민들이 낸 세금의 착복을 방지하는 것이다.

parachute)”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수합병

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지원에 참여하는 회사 최

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실직할 경우에 받게 되

고경영자에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연봉 지급을

는 거액의 퇴직금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황금낙하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 규정은 국세청 규정도 변화시켜 최고경영자 연

이와 같이 미 정부는 월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봉의 2.99배를 넘는 퇴직금에 20%의 소비세를 부

의 연봉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중

과하였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년치의

에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연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최고경영자에게 지급하

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월가에서는 정부의 움직임

였는데, 회사에서는 국세청의 규정을 연봉의 3배까

과 관련하여 법의 허점을 찾아 빠져나갈 틈새를 찾

지 퇴직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재

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정부

퇴직금이 연봉의 3배까지 이르게 되는 의도하지 않

가 최고경영자의 연봉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

았던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울러 퇴직금 수준을 초

한 방안을 만들더라도 주요 금융회사에 고용된 변

과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세를 보충

호사, 회계사, 최고경영자 임금컨설턴트들이 이러

하기 위해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

한 제약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낼 것이기 때

로 볼 때, 미 의회가 제정하였던 황금낙하산 규정은

문에 정부의 연봉 제한 정책에 크게 동요되지 않을

최고경영자의 퇴직금 삭감에 영향을 미치기는 커

것이라고 지적했다.

녕 오히려 퇴직금 인상을 불러왔다.

부시 대통령 역시 구제금융법안과 관련하여 지원

이로부터 약 10년 후 1993년에 통과된 법안은

금을 받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국민의 세금을 연봉

결국 회사 차원에서 연봉 제한을 피하기 위한 대안

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최

으로서 스톡옵션 지급의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

고경영자의 연봉을 제한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하

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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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전체 미국 최고경영자의 임금은 지난 약

자이기도 한 그래프 크리스탈(Graef Crystal) 씨는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1993년에 미 근로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영리해서 정부의 구제

자 평균 임금의 100배이던 최고경영자 임금은

금융법안과 관련된 최고경영자 연봉 제한 방안도

2000년에 300배로 올랐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큰 무리없이 법의 허점을 찾아 빠져나갈 길을 충분

dot-com 회사들의 붕괴 직후에는 낮아졌지만 최

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근에 다시 인상되어 2007년 현재에는 미 근로자

�출처 : Chicago Tribune, 2008년 9월 27일자,

평균 임금의 275배에 이르고 있다.
예전에 기업에서 최고경영자 임금 컨설턴트로

‘Executive pay limits not easy to enforce:
Corporations sharp at finding loopholes’

근무했으며 이 분야에 관해 6권의 책을 집필한 저

미국 : 퇴직연금 2조 달러 손실, 미국인들 은퇴 미루고 계속 일하게 만들어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 지난 15개월 동안 2조

는 상황에서 미 근로자들의 퇴직안정 문제는 이번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

금융위기의 가장 큰 피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나 금융회사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주식시장을

지난 9월 27일에서 30일에 AP(연합뉴스) 시장조

폭락하게 만든 금융위기 파동은 일반 근로자들의

사기관인 GfK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저축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어 가정에서 필요한 물

조사 참여자들의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의 가치 하

품 구매를 유보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퇴직 시점을

락으로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할 것 같다고

미루게 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예산국의 의장인

미 의회는 금융산업 위기가 근로자들의 자산 손실

피터 올스저그(Peter Orszag) 씨는 근로자들의 걱정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퇴직연금 붕괴의 원인과

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

공공 및 민간 퇴직연금과 직장인 노후연금인 401(k)

에게 주택, 신용 및 다른 재정적 문제가 미국에서 가

과 같은 개인 퇴직연금은 2007년 중반부터 올해 중

장 흔한 저축의 형태인 연금과 기타 퇴직 연금 손실

반 사이에 약 10%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 3개월 동

을 초래한 원인인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안에만 약 10%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말하

월가의 최고경영자가 퇴직 또는 실직시 거액의

였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401(k) 연금제도는 회

퇴직금을 받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일반 근로자들

사가 모든 퇴직금을 부담하는 연금제도가 아닌 일

은 의지할 만한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 없

정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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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방식인

단하였으며, 거의 4명 가운데 1명은 근로시간을 늘

데, 최근 주식 및 채권시장의 폭락으로 401(k) 연금

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3분의 1 이상

제도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의 근로자들이 은퇴 연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부 사람들은 그들의 은퇴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

절반 이상이 음식, 가스 및 의료와 같은 기초생활

되며,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퇴직 의사

비의 지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를 포기하고 계속 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Chicago Tribune, 2008년 10월 7일자,

미국 은퇴자협회(AARP)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Retirement accounts have lost $2 trillion,

를 보면,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45세 이상의 근로

leading Americans to keep working, stop

자 5명 가운데 1명은 얼마 전부터 401(k), 개인퇴

savings’

직연금계좌(IRA), 또는 기타 퇴직연금에 입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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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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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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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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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N

A

T

I

O

N

A

L

L

A

B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TEL : 02-782-3832 FAX : 02-782-3308 http://www.kli.re.kr

O

R

B

R

I

E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