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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자영업의 사회안전망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생산성이 매우 낮은 영세중소기업이 공존
하는 이중구조를 띄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구조는 다른 OECD국가보다 훨씬 높은 자영업 비중에
서도 알 수 있다. 통상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임금근
로자의 비중이 높아진다.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10% 이상 높
은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절대 숫자도
2005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감소 현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에
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이들 산업에서 대형화, 전문화가 두드
러지고 국민소득 상승으로 가계 소비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소규모의 가족형 또는 생계형 자영업
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영세자영업의 몰락은 2003년 신용대란 이후 뚜렷한데 한국노동패널조사
에 의하면 자영업의 매출과 소득은 2003년 이후 정체 상태에 있으며, 자영업 내에서도 규모에 따
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의 소득 증가율이 임금근로자의 임금증
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자영업 종사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영세자영업의 몰락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자영업 내에서도 소규모, 저
학력, 고연령 자영업 종사자들이 특히 취약하여 상당수가 근로빈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있다. 특히 이 번 경제위기는 영세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퇴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그 특성과 배경이 매우 다양하여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 나이, 학력,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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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직업형태 등이 서로 다르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갖가지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크게 두 부
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업, 부동산 및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전통
적인 생계형 자영업이다. 대부분 저학력, 고연령, 소규모로 현재 사업을 그만 둔 뒤의 미래가 막막
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상당수는 현재 적자를 보거나 생계유지도 안 되는 벌이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그냥 자영업을 계속하는 이들로 사업을 그만 두었을 때 많은 경우 비정규직으
로 이동한다. 둘째는 교육, 사업서비스, 보건 및 복지, 사회서비스 등의 신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나이가 젊으며 진취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상당수는 자발적으
로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경우 자영업을 그만 두더라도 쉽게 임금근로자로 이동한다.
경제원론에 따르면 향후 자영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자영업의 몰락이 너무 급속히 진행되고, 그 결과 빈곤층 및 신용불량자
증대, 가정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불안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자영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의 급속한 몰락은 국가 재정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이다. 2003년 신
용대란을 기화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5
년 5월 31일‘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과잉진입 방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경영안
정 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프랜차이즈를 통한 자영업 경쟁력 제고, 건전한 자영업 환경조성
의 여섯 부문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대책은 최초로 자영업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과잉진입을 예방하기 위
한 개인서비스업 전문자격제도의 강화가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음에 따
라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또 이 대책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제외되어 있었다.
자영업은 사업 위험이 크고 경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득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며, 이들에게 실업보험 등을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자영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보험, 실업부
조 및 구직급여와 같은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지금은 자발적 실
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자영업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영업 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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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측면,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매
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영업에 대한 실업급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실업급여의 주된 대상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경기가 나쁠수록 보험료를 불입할 여유가 없
어진다. 보험료를 납입할 여유가 있어도 폐업∙도산의 위험도가 낮다면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대
신 이를 (재)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주의 보험료 납부
에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 경기가 나쁘거나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대
신 상황이 호전되면 이를 납부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별 보험계정을 도입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처럼 운영하는 방법
도 고려되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별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한 보험료가 준조세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세 번째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에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이 없고, 실업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실업위험이 낮은 계층
이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영세자영업자는 여기에서 배제되는 현행 지원
체계도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의 일부를 자영업 지
원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실업급여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적용?징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중지하여야 한다. 자영업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주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도 전달되어 보험료 납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은 유럽 각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 다루고 있는
유럽에서의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소개는 한국형 실업급여의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수준과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각국의 실
정에 따라 다양한 자영업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설계
가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과제임을 시사하며,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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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 EU 사례 연구 -1)
Paul Schoukens (벨기에 루벤대학교 사회보장법학과 교수)

■ 머리말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구상은 상당 부분 논외로 여겨져 왔고, 자영업자라
고 하면 당연히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경기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변하더라도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잘못 판단했다면 오판으로 인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
는 것이다. 더욱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실업수당을 산정하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본
인 스스로 실업상태를 의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 수입 감소분의 산정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모든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직전 수입에 근거해 수입

1) 이 글은 다음 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Schoukens, P. (ed.), The Social Security Systems for
Self-employed People in the Applicant EU Countr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Social Europe
Series, 5, Antwerpen-Oxford-New York, Intersentia, 2002, p.239 and -, De sociale zekerheid van de
zelfstandige en het Europese Gemeenschapsrecht: de impact van het vrije verkeer van zelfstandigen, (the
social security of self-employed persons and the law of the EC: the impact of the free movement of
self-employed persons), Leuven, Acco, 2000, p.615. Both publications have been updat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EUROPEAN COMMISSION,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Brussels, 2008. Information on the recent reforms in Germany and Austria collected by K.
Kap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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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자영업자의 실업 위험 보장

감소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리와 달리 다음의 논리도 가능하다. 위험이 자영업에 내재된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건
강상의 이유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자영업
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건강 외적 문제, 예를 들어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수당 보장이 실제 불가능하리라는 논리에 반하는 다수의 유럽 사례
가 존재한다. 비록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가입에 의해 보험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룩셈부르크, 덴마
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
아, 핀란드 등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완전한 실업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활동 중단으
로 인한 수입 감소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거나 실업보험과 내용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
장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영업자에게
실업부조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의 실업보호제도를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기타 제도(in-between benefits)로 나누어 각 부류
별로 하나 이상의 사례연구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
크의 제도를, 실업부조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제도를, 마지막으로 실업위험을 부분적
으로 보장하는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벨기에의 자영업자 파산보장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논문
말미에는 자영업자 실업보호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책적 제언 및 종언을 하도
록 하겠다.

■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일부 유럽공동체 회원국에서는 진정한 실업보험을 적용해 실업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자영업자는 직업활동 기간 중에 보험금을 납입하고 실업상태-직업적 활동 또는 사업의
중단-에 직면하면 일반 근로자가 해고 시 지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을 받는다. 이러한

1) http://www.hmrc.gov.uk/employment-statu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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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를 비롯해 중∙동부 유럽의 다수 국가(체코,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대륙 일부 국가(룩셈부르크의 경우 수년간
상기 제도를 시행 중이며, 보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같은 실업보험의 형태일지라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당수의 제도가 자영업자의 자발적 가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보험은
지속보험(continuous insurance)의 형태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근로자의 자격으로 실업보장을 받
았던 자가 자영업자로서 자발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에 실패할 경우 실업수당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지속보험은 안정성을 담보로 창업 활동을 유도하는 광범위한 활성화 방안의 일부인 것이다.
또한 일부 제도는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
에서 자영업자로 확대한 것에 불과한 반면, 자영업자의 특수한 근로환경에 맞춰 실업보험이 개발
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보험 적용 조건을 손질하게 된다. 즉 해당 본인이 더 이상
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지(실제로‘실업’
상태인지) 여부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스스로 활동을
중단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본인이 실업상태를 야기한 것이 아닌
지, 즉‘비자발적 실업자’
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이제 각기 다른 실업보험의 종류를 나타내는 세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독일의
자발적 지속보험이며, 두 번째는 최근 오스트리아에 도입된 자발적 보험 형태의 실업보호제도로
서 자영업자라면 기존 근로자 실업보험 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덴
마크의 자영업자 대상 실업보험이다. 후자는 자발적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제도와 유
사하나 이미 수 년간의 시행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며 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적용 조건
이 설계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제도이다. 더욱이 자영업자의‘eferl�n(60세에 조기 퇴직이 가능하
도록 퇴직연금수급 연령인 67세 사이에 지급하는 특별수당)’접근을 보장하고 있어 인지도가 매우
높다.

실업보험 적용 시, 자영업자는 본인의 자격으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거나 또는 배우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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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험을 부담한 채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간주된다. 실제적으로 실업보험은 직업활동의
재무적 측면을 판단한다. 즉 개인 본인이 수익적 동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재무평가 결과 개인이 자영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될 때에는
관련 노사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만약 작업 위탁자와의 관계가 종속적이라면 그 당사자는 임
금근로자로 간주되나, 만약 종속적이지 않다면 당사자의 행위는 자영업자의 영역에 소속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가입 이전 10주 동안 300시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16~63세 사이의 자영업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직업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배우자 소유의 회사에서 비종속적 관계
로 활동을 영위하는 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덴마크의 자영업자 실업보험은 공법이 아닌 다양한 실업기금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영업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실업보험의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실업보험의 재정수단은 일반예산(세제 기반)과 가입자의 보험료로 구성된다. 일반예산은 고용
주,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납입금으로 이루어진 노동시장기금(Labour Market Fund)의 일부 지원
을 받는다. 자영업자는 연간 총 수입의 8%를 본 기금에 납입한다. 일반예산 외에도 자영업자는 실
업보험에 일년 단위로 일일 실업수당의 4배, 8배에 해당하는 정액 보험료를 납입하며, 조기퇴직급
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 비율의 7배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업수당 청구자격은 실업수당 신청 이전 3년 동안 52주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발생하며 1년
의 실업기금 납입이 요구된다. 자영업자는 모든 형태의 자영업 활동을 중단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로 사업
중단은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입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는 파기 불능의 장기임대계약(계약기간
최소 5년 이상)이 아닌 이상 사업활동의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욱이 실직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되 이들과 달리 실업수당 지급 이전 4주간의 대기기간을 갖는다.
실업수당은 실직 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기준수입(reference earnings)은 직전 12주 또
는 3달간의 평균 수입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지급금의 기준이 된다. 실업수당 산정 시 기준수입의
상한선은 고려되지 않는다. 단, 기준수입의 90%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되 주당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2008년 기준 417유로 혹은 3110DK). 실업수당은 최장 4년간 지급되며, 55세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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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에 대해서는 55세 조기퇴직 조건을 충족할 경우 60세 생일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본 제도는 일시적(실질적) 실업을 가능케 한다. 대개 실업기금은 정부 승인을 받아 제한적 경우
또는 직업-기술적 이유로(예: 심한 결빙(heavy icing)) 조업을 중단한 어부-에 대해 일시적 급여를
지급해 왔다. 기타 북유럽 국가의 실업보험과 달리, 자영업자는 부분적 실업상태여서는 안 되며 제
한된 범위에서 부분적 실업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는 퇴직연금 수령 개시 이전의 실직기간 중‘특별수당(eferl�n)’
이 지급되
고 있어 자영업자를 위한 (자발적)실업보험의 성공을 담보하고 있다. 즉 30년의 활동기간 중 25년
이상 실업보험에 납입한 60세 이상의 실직자는 실직 시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
로) 실업수당을 지급받는다.

2009년 1월,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실업보험이 시행된다. 자발적 가입에 기
반한 이 보험은 기존의 근로자 실업보험의 범위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영
업자가 가입 대상은 아니다. 실업보험을 신청하려면 자영업자로서 직업활동을 하며 연금제도 기
준상‘상업인(trademen)’
으로 분류되고(상업, 공예, 산업 종사자를 보장하는 GSVG 기준)‘자유 전
문직(FSVG 기준)’
이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연금제도가 적용되는 변호사 및 토목기사는 본 보험
의 적용을 받지만 기타 자영업자(예: 농업인)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실업보험의 정의
및 인적 범위는 전문직 그룹의 열거로 이루어진다. 실업보험 가입 희망 당시 자영업자의 연령이
60세 미만일 수도 있다. 실업보험의 가입은 자영업 활동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때 가입하지
못하면 8년이 지난 후에야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은 빨라야 8년 후에 만료된
다. 따라서 의무 가입기간은 최소 8년이다.
보험료는 수입 기준(1,172.50유로, 2,345유로 또는 3,517.50유로)을 선택함에 따라 달리 산정된
다. 일단 기준을 선택하면 보험기간 중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준 선택에 따라 각각 70.35유로,
140.70유로, 211.05유로의 월 보험료가 결정된다. 월 실업수당은 선택된 수입 기준에 따라 각각
566유로, 886유로, 1,221유로로 결정된다. 또한 근로자와 유사하게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노동시
장에서의 활발한 구직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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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연금보험 의무보장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
을 수 있다. 직업활동 종료를 감시하기 위한 기타 구체적인 조건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활동 중단을 정의내리기 위해 보다 많은 적용 원칙이 고려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
다. 그러나 스스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또는 활동 중단의 원인이 자영업자 본인에게 있는 경우 활
동 중단 후 최초 4주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한다. 실제로 자영업자 본인에게 실
업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그
러나 이직,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자발적 중단, 또는 과도한 채무 및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종
료 등의 고려 대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과도한 채
무의 경우 부실 경영의 결과로서 자영업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 사유로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면책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
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06년 2월부터 독일의 자영업자는 실직 위험에 대비해 자발적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
었다. 가입이 강제되지 않으며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만이 지속
적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Weiterversicherung).
이 보험은 사회법전(SGB III)에 기반한 것으로, 자영업자 실업보험을 신청할 당시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로자 실업보험의 의무보장을 적용 받았던 자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는
신청자가 동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야만 한다. 보험 신청은 자영업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자는 자영 활동을 주당 15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지속보험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작업 위탁자와 종속적인 관계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정의의 결과 자유 전문직(Freibefufler)도 지속보
험 신청자격 측면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보장 조건은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실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자의 연령이 15~65
세여야 하며 취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적당한 일자리
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총 수입과 자녀의 유무에 따라 산정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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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준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일일 평균 수입(상한선: 월 5,250유로/ 구 동독 지역의 경우 월
4,550유로)으로 구성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순수입의 67%, 자녀가 없는 경우 60%를 지급받는
다. 순수입은 총수입에서 통상 납입금을 뺀 정률법에 근거해 결정되며, 수령 기간은 수령자의 연
령과 보장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예를 들어 6개월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은 최대 12개월간 이
루어지며, 55세 이상과 달리 55세 미만은 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저렴해 서독의 경우 월 25유로, 동독 각 주의 경우는 월 22유
로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자발적 실업보험은 현재 시험 단계로 2010년 10월에 종료된다. 이후 평가 결과
에 의해 제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보험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는 완전한 사업 중단이 의무조건
으로 요구되며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실직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항상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만 제3자 또는 재정적∙경제적 이유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일견 근로
자 실업보험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실업의 요구조건이 여기서
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자발적 해고의 경우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될
지언정 실업 수당의 적용을 받는다.

■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부조
각국에는 특정 실업을 보장하는 부조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자영업자는 실업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의 재산 부족을 입증하면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이 직전 연도에 비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실제 실직상태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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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완전히 직
업활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영업자는 비록 낮더라도 보충적으로 일
정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모든 경제활동의 완전한 중단이 요구되며 실직
당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헝가리에서는 자영업자가 모
든 사업활동을 중단해야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네덜란드의 양자택일적이나 포괄적인 실업부조(고령의 부분장애가 있는 前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 제공(IOAZ)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결의(Bbz))는 특히 흥미롭다. 양 제도
는 자영업자-작업위탁자와의 비종속적 관계에서 직업적 활동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IOAZ는 55세 이상의 자영업자로 최소 소득 기준 미만(2008년 기준 연 소득 22,288유로)을 벌어들
이고 그 결과 사업 또는 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당사자는 월 소득을 보충하는
형태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더욱이 해당 당사자의 직업 및 그에 기반하
여 벌어들인 수입에 관해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이때 수입이란 직전 3년간의 최소보장 수준을 초
과해서는 안 되며 향후에도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반드시 10년 이상 사업 또는
직업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7년의 취업기간에 이어 3년 동안 자영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Bbs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따
라서 사업 또는 자영업의 영위가 가능해야 한다. 소득제공법(imcome providing law)과 달리, 여기
서 사업 중단의 지원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는 재정적 위험을 부분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생계수당이 지급되므로 동 기간 중 자영업자의 소득은 보충적 재정
수단으로 인해 늘어나게 된다. 네덜란드 제도에 관해 직업적 무능력의 결과가 기타 재정적 곤란 사
유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에서 자영업자의 사업적 위
험은 재정적 사유를 불문하고 보장된다. 즉 직업적 무능력, 경제적 곤란(실직), 심지어 고령을 이유
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한 사태를 별개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작업 무능력,
실업, 조기퇴직보장제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사업적 위험을 보장하는 접근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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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제도
구체적으로 실업의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가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
서는 수확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며 포르투갈에서는 직능교육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전
자의 경우 기후조건으로 인해 곡물 수확에 손실이 빚어지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
당이 지급된다. 포르투갈에서는 퇴직연령 이전에 직업적 활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예술가는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한 소득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은 구체적인 재교육 프로젝트에 관련
된다. 또 다른 예를 벨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벨기에의 자영업자는 일시적인 실업상태가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적용 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웃에서 실시되는 공공작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자영업자는 1일 7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
는다. 보상금은 상황이 발생한 지 8일째부터 지급되며,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
니라면 원칙적으로 30일간 지급된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이 보상금을 적용 받지는 못한다. 이
는 사업장에 내방한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자영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예 : 매장).
실업의 위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임금근로의 형
태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실업수당을 일부 청구할 수 있다. 실업수당 청구권
이 임금근로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수령인의 자격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고 자영업자가 된 임금근로자의 경우 최대 15년간 실업수당을 청구할 권리
를 보유한다. 이와 유사하게 자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실업상태에서 벗어난 자도 15년 이내에 완전
히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의 자격에 기반해 청구하는 실업수당
은 원칙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자격에서 수령하는 것이다. 게다가 실업자는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도 있다. 비교를 하자면 이는 앞서 설명했던 독일의 실업보험에 가까운 형태라 할 것이다. 유일한
차이는 벨기에의 자영업자는 지속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직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또는 실직자의 지위에서 종전 근로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 보유는 확실히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의 실업 위험에 대해
서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권리 보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종종 자영업자만을 위
한 완전한 실업보험의 도입이 반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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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업의 비자발적 특성을 결정짓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의 비자발성 판단이 자영업자의 종전
지위가 임금근로자 또는 실직자였음을 확인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확실히 근로자 또는 실업
자의 신분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며 창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전 경력 없이 창업한 자영업자에게 이러한 논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일부 제도는 파산한 자영업자에 대해 임금근로자의 실직을 보장하는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보
장 가능성을 제고한다. 벨기에의 자영업자 파산보장제도가 바로 이러한 접근방식의 한 예이다. 완
전 보장되는 실업보험은 아니지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파산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률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의료보험 및 양육을 보장 지원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적
으로 활발한 자영업자로서 임금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이 제
도는 국세청이 수입이 있는 자로 분류하고 수입의 출처가 종속관계(근로자) 또는 공무(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파산보장제도는 비단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뿐 아니
라 자유 전문직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유 전문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상법
상 엄격한 의미의‘파산’상태를 선고 받을 수 없지만 채무변제 불능을 입증할 경우 파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009년부터 수당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불가항력’
의 사유로 활동을
중단한 자영업자도 파산수당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본 제도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파산한 자영업자(비자발적 실업)에게 6개월간 정률의 파산 수
당(책임자 유무에 따라 월 최대 1,000유로 및 800유로)을 지급하며 본 당사자는 일시적으로 의료
보험 및 가족부양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때 이에 상응하는 납입금의 추가 부담의무는 발생하
지 않는다. 후자는 의료보험 및 자녀양육의 비용을 보장하는 지속보험으로 파산보장제도의 핵심
을 이루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직업활동이
가능한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우발적 사태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부조 적용 대상
자가 아니면서 의료보험료 및 자녀양육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파산한 자영업자와 그
부양가족을 최대의 제도 실패 사례로 보았다. 현재 파산보장제도에서는 지속보험의 형태를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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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이와 같은 두 가지 위험을 보장한다.

■ 맺음말 : 기본원칙은 유사하게, 적용원칙은 개별적으로!
이상의 예를 기반으로 볼 때, 자영업자의 실업 위험 보장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실직 위험의 보장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직업적 활동 외 수입의 증가 가능성은
결코 임금근로자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각국이 자영업자를 위한 보장제
도 마련에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를 위한 적정한 실업보호제도 마련에 정교함이 요
구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본질적으로 근로자 실업보호제도에서 유효한 조건을 자영업자가 직
면한 특수한 직업환경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예들은 자영업자의 실업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이 직업적 특수성이 아님이 여실이 보여준다. 이는 주로 임금근로자를 위해
개발된 사회보장제도를 자영업자의 필요에 맞춰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인 문제로 보인다. 사회
보장의 적용은 모든 직업적 활동에 대해 동일하여야 한다. 즉 위험이 있다면, 그로 인한 수입 감소
분 또는 발생 비용이 상쇄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상이한 보장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보장의 출
발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영업자와 작업 위탁자의 관계는 종속적이어서는 안 되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수직적 위계가 결여되고 고정급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상기 요인-실업-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는 자영업자에 대해 적용하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직업활동의 중단에 관한 조건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근로자 해
고방식보다는 자영업자의 사업 중단 사유 및 사업 중단에 대한 본인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
다. 사실 사회적 위험 원인에 있어 의도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영업자의
사업 중단이 자발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각국에
서는 실업상태의 자발적 특성을 받아들이면서-사업 중단의 원인이 부정 파산인지 여부, 또는 제3
자 또는 재정적∙경제적 곤란이 활동 중단에 기여한 정도- 자영업자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또 다
른 방법으로는 자영업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실업보호제도 내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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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고용 요인의 중요성은 항상 변화한다. 실업의 비자발적 특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하지
만 완전히 직업활동을 중단한 이를 위한 수입 대체의 목적을 지닌 실업보호제도로 중요성이 옮아
가고 있다. 따라서 사업활동의 완전한 중단 및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의사가 훨씬 본질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보호제도는 일견 근로자 실업보호제도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발적 실업 요건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귀책 사유가 있는’
자발적 해고는 특정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될지언정 실업수당이 지급되곤 한다.
그러나 실직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분 산정은 부분적인 실업보호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분적 실업보호의 경우 수당의 모듈화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때의
객관적 기준은 사업 소득의 감소분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입증이 불명확할 경우에만 부분 수
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직업활동이 명확히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은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 산정한다.
실업, 조기퇴직, 직업 무능력이 모두 보장되는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우리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식 및 구별적 특징을 재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건강이든, 경제적 이유든, 중단 사유
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의 일시적 사업 중단과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업 중
단과 구분하여야 한다. 완전한 사업 중단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소득을 대체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분은 종전 수입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적 사업 중단의 경우 위험은 자영업자 본인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비용을 보상하는 여러 수당의 지
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게 주 고객의 파산 등 경제적 곤란이 발생하면 신규 고객을
찾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이 곤란해지면 사업성
이 명확하되 기존 금융기관의 지원이 거절된 경우,‘전환대출(transition loan)’등이 제공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의 설계 방식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당 직업군이므로 이러
한 제도적 마련은 해당 직업군에 맡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현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 앞서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 사례연구의
의의는 정책입안자가 직업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도를 마련한다면 자영업자도 실업 위
험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
자영업자의 실업 위험을 보장하려는 경우, 근로자 실업보호제도를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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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최영준 (영국 바스대학교 사회정책학과 조교수)

■ 머리말
영국은 1940년대 이래로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소득파악 어려움이라는 자영업자들의 특수
한 성격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은 피고용인을 위한 사회보장과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
며 발전하였으며, 이는 실업급여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영국에서 실업에 관한 모든 급여는 기본
적으로 국민보험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용인은 국민보험에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
입하고 실업급여도 납입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기여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기여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
며, 자산과 소득에 기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용
되는 영국의 실업부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영국의 자영업
여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자영업자’
는 영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범주화하기에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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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영국의 실업부조제도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Boden(2005)에 따르면 영국 내에 자영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합의된 뚜
렷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소득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된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
는다. 자영업 내에 동질성보다는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묶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1)
역시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들을 구분하는 대략의 기준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not
conclusive)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면‘자영업
자’
로 분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자신의 비용으로 누군가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가?
- 자기 자신의 돈이 투자되고 있는가?
- 자신의 일에 필요한 장비들을 자신이 스스로 공급하고 있는가?
- 일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가격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일을 하고, 어디에서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 정기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는가?
- 만족스럽지 않은 일은 자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정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다소 애매한 정의 때문에 영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통계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로서 영국 노동력조사를 기반으로 전체 노동력
대비 자영업자들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자영
업자들의 비중이 낮았지만 1980년대 오면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수당 정부에서
작은 규모의 창업을 권장하면서 자영업자수가 1986년과 1990년 사이에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Boden, 2005). 이후 다시 경제호황과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다소 줄기는 하였지만 현재 약
12~13%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종류로는 작은 규모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프랜차이
즈를 운영하는 사람들(franchisee)이 많으며, 최근에는 하청이나 파견근로를 하면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청의 경우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1) http://www.hmrc.gov.uk/employment-statu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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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 자영업자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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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LO(2009).

파견근로의 경우 피고용인에 가깝지만, 계약이 고용인과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용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Boden(2005)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영국의 자영업자들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중 5.3%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가 제조업에, 65.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18% 정도가‘매니저나 고급관리’인
력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피고용인의 48%가 여성인 데 반하여, 자영업자 중 단지 28%만
이 여성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설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연령
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을 보면
20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의 평균 총임금이 주당 484파운드로 (약 100만원) 피고용인의 평균임
금 362파운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부유 자영업층의 높은 임금수준
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인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볼 때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소득을 자영업
자와 피고용인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오히려 피고용인의 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의 반
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영국 사회에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으
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2)
국민보험은 1908년에 국민보험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되
어 왔다. 국민보험에 가입이 됨으로써 가입자들은 사망이나 퇴직, 실업, 출산, 그리고 장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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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국민건강서비스(NHS)와 함께 국민보험은 영국 복지국가
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보험은 16세 이상으로 피고용인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강제
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며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되면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이 연
금수급연령은 남성이 65세이며, 여성은 60세로 되어 있다. 피고용인의 경우 2008~09년 현재 주당
소득이 105파운드 미만이면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되며, 105파운드부터 770파운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11%를, 그리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의 기여를 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고용주 역시 이와 상응하는 기여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
이 4,825파운드가 넘게 될 경우 주당 2.3파운드를 기여하게 되어 있으며, 5,435파운드와 40,040파
운드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8%의 추가 기여를 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40,040파운드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1%의 기여율이 적용되게 된다. 만일 연간 소득이 4,825파운드가 넘지 않을 경우
는‘저소득 예외(small earning exception)'을 적용받게 되어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자영업
을 하는 동시에 피고용인인 경우 두 종류의 기여를 동시에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민보험 혜택은 상당히 동일하지만 실업급여
(Jobseeker’
s Allowance)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는 현재 실직상태이며,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전일제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 중‘일정한 조건’
에 합당한 사
람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일정한 조건’
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일
제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며(학생은 받을 수 없음),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연금수급연령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
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다는(capable of work)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신이 해왔던 일
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검증하는‘직업테스트(own occupational test)’
와 개인의 일상 업무 능력
을 평가하는‘개인능력 측정(personal capability assessment)’
을 실시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두 종류로 다시 나뉘는데 하나는 기여기반(contribution-based) 실업급여로서 이는
피고용인에게 해당되며, 자영업자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를 하였어도 일반적으로 이 급여 대
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소득기반(income-based) 실업급여로서 이는 자영업자들이
나 국민보험 기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들 중 저소득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여기반 실업급

2) 이 섹션은 Child Poverty Action Group(2008)을 상당 부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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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경우 실업발생 이전 혹은 구직활동 이전 2년간의 국민보험 기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기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소득이 일
정이하여야 한다. 소득의 산정기준은 매우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득이 포
함되어 계산이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이나 자산소득이 16,000파운드 미만이여야 하며, 이에는 거주
하고 있는 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 내에 아무도 소득보조나 소득기반 실업급여를 받고 있
지 않아야 한다. 만일 시간제 고용을 통하여 일부 있을 경우(최대 주당 24시간), 가족에 일부 소득이
있을 경우, 저축이나 자산규모가 6,000파운드가 넘을 경우 실업급여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실업급
여는 실업 후 최초 3일(waiting days)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표 1>은 현재 받을 수 있는 소득기반
실업급여의 최대 액수이다. 이와 함께 장애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급여(preminums)이 가
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주거비용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거비용은 일반적으로 모기지론의 이자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기여기반 실업급여와 함께 운영되고 있지만, 소득기
반 실업급여는 일반적인‘실업부조’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전화나 온라인(http://www.dwp.gov.uk/eservice/)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구직센터(jobcentre)를 방문하여 2주에 한 번씩 자신의 실직상태 및
구직활동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한다. 특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구직동의서(Jobseeker’
s
agreement)’
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동의서에는 개인의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일주일에 얼마나 일
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일의 급여나 위치, 자신이 구직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

<표 1> 소득기반 실업급여 최대액수 (주당, 파운드)3)
가족구성

액수

16~24세의 독신

47.95

25세 이상의 독신

60.50

부부 혹은 법적 동거

94.95

한부모 (18세 미만)

47.95

한부모 (18세 이상)

60.50

3)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BenefitsTaxCreditsAndOtherSupport/
Employedorlookingforwork/DG_10018757

20_

2009년 3월호 <<

는 사항들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만일 실업자가 충분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동의 사항들을
충실히 따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지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향후의 쟁점들
영국 실업급여의 특징이라면 다른 급여들과는 달리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분류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도 정액기여와 함께 소득에 따라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소득비례형인 기여기
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이유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
지만, 한 가지 이유로는 자영업자들이 그들이 원할 때 쉽게 비즈니스나 일을 그만두었다가 원할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일 가능성이다(Boden, 2005).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들은 피고
용인들과는 달리 실업과 일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기반 실업급여는 매우 엄격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 수
준이 낮은 데 반하여 급여를 이해하는 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영국의 영
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
업급여제도는 피고용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좀 더 단순화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 및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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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심층분석

경제위기가 영국 금융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

Mark Stuart (영국 리즈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머리말
영국 금융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시점은 2007년 9월이었다. 중소 은행인 Northern Rock의 주
가가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고 주식시장에서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
다. 당시에는 사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시점에 영국 경제가 신용경색으로 인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Northern Rock의 경영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2008년 2월 국
유화되었다. 2008년, 사태의 여파는 투자자의 금융주 공매도로 이어졌고 일파만파 영국 경제 전반
으로 퍼져 나갔다. 2008년 9월 수많은 가계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에 정부는 부분적 국유화
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금융 시스템의 실패는 곧 금융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2009)는 금
융 서비스가 영국 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금융 허브로서의 런던이 지닌 국제적 위상으로 인
해 특히 영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계 주요 은행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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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영 부진은 런던의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고 금융권에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해 점
차 가속화되고 있다. 현 진행 상황과 고용의 추세적 특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향후 몇 년
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고용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적 특징
은 특히 금융권에서 두드러질 것이며, 금융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 질적 논쟁, 기술 투자
및 노사관계 등이 새롭게 논의될 것이다. 현재 영국 금융산업노조인 UNITE에서는 정부 및 금융기
관에 대해 구조조정의 투명성 및 장기적인 직업안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의 준수를 요
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금융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보다 장기적인 변
화에 비추어 고찰할 것이다.

■ 영국 금융산업의 변화 : 탈규제에서 금융위기까지
영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반적인 금융 중개 서비스로 분류되며 금융, 보험, 연금 및 기타 서비스
를 아우른다. 1987년, 영국 금융산업의 탈규제가 일어났다. 그 전까지 업계의 하위영역 세 분야는
각각 별개의 시장에서 강력한 보호 아래 운영되었다. 하지만 탈규제 이후, 세 영역 간의 경계가 무
너졌고 각기 다른 산업 간에도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즉 탈규제로 인해 은행과 건설업 간에 상품
(예를 들면, 모기지 상품 등)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했으며, 보험 등의 영역에서는 금융산업의 경험
이 전무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시장은 정교한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등, 복잡다단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업계 내 통합이 늘어나 주요 은행 간 합병 또는 경쟁사
인수가 일어나서 금융권의 대형 기관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규제 이후, 초기에는 전화를 통해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술 프로세스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기술혁신으로 금융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문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영국
금융서비스숙련협회(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 FSSC(2006:10))는 과거에 비해 금융 업계의
“위치 선택의 폭이 늘어났으며, 이는 기술발전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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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직종의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규모 콜센
터가 영국 중심지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설립∙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콜센터 해외이전
압력이 늘고 있다. FSSC(2007:11)는“시차 및 대규모 영어 사용 인구, 저임금 고학력 인력 풀의 장
점을 갖춘 인도가 금융 서비스의 해외이전 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비핵심적’또는‘후방’프로세스 활동의 이전이 일반적이었
으나 최근에는 IT 설계 등, 고급 기술 부문의 해외이전이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기지의 해외이전
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 총체적 차원에서 금융 직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
지 않다. 다만 지난 10년간 서비스 기지의 해외이전이 줄기차게 이루어졌고 영국의 금융 서비스,
특히 보험의 경우 타 유럽 경쟁사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해외이전을 단행해 왔다. 2005~2010년
사이 해외 근무인력의 수는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기술혁신 및 해외 콜센터 운영을 통
해 그 어느 때보다도 경비절감 및 내부 구조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FSSC,
2007). 이러한 변화는 영국 시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1995~2003년, 은행
및 건설회사의 국내 영업점 5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규제로 금융 서비스의 구조가 변화하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
기 시작했다. 금융 상품의‘부정 판매’
로 인해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판매 상품의 종류 및 판
매 방식에 대한 규제가 늘어났고, 2000년 고객 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
독기관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업계 각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침을 마련하
였다. FSSC (2006:46)에 따르면“규제변화로 특히 소매 금융 서비스 부문의 절차적 준법이 강조
되면서 관련 직종의 전문성 요건과 교육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다만, 재규제가 금융 서비스 부
문의 기업 거버넌스 강화 및 위험 기반 금융 상품 및 대출 증가에 따른 감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8년, 신용경색의 실질적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FSSC의 한계가 노출되고 금융 부문 전반에 대
한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파산 은행의 숫자가 늘어나자 정부 개입이 이루어졌
고 금융 규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2008년 2월, Northern Rock를 국유화한 정부는 그 이
후에 여러 은행의 지분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Bradford와 Bingley 는 완전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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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고(물론, 그 이후로도 일부 자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다), RBS, HBOS, Lloyds TSB 지분
의 상당량을 정부가 보유하였다. 정부의 RBS 지분 보유는 이후 70%까지 늘어났으며 이후 합병된
HBOS와 Lloyd TSB에 대한 정부 지분은 43%(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에 달했다.
‘구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실로 막대했다. 1차 정부 지원은 소유권을 통한 자금
투입이 370억 파운드, 재융자 규모 3,500억 파운드에 달했다. 이후 2009년 초반, 은행 대출 및 신용
흐름 개선을 위해 추가지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RBS에 지원된 금액만도 330억 파운드에 이른다.
은행에서 시작된 감원은 이후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단행되었다.

■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의 고용형태 변화

경기 둔화 및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영국 금융산업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
적이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금융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0만 명으로 은행권 종사
자가 62만 명, 보험업 종사자가 18만 명, 기타 금융 서비스 종사자가 29만 명으로, 금융 부문 고용
의 다수(약 30%)가 런던 금융 중심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금융 부문 실적은 매우 양
호하며 업계 성장 또한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정규직의 평균 수입도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수준으
로 1996년 388.20파운드에서 2006년에는 537.20파운드로 늘어났다. 산업별로 비교하더라도 금융
산업의 평균 임금은 최고 수준으로 타 산업 및 서비스 대비 20% 가량 높다. 그러나 영국 금융산업
노조인 UNITE에 따르면 금융 부문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영국 내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여성 고용은 52%로 남성(48%)에 비해 수적으로 높은 편이나 실제 비정규
직 여성의 비율이 14%에 달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2001~2006년은 금융 부문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눈을 돌렸던 시기로 1997~2002년 동안 2% 성
장한 데 비해 이 기간 중 생산성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였다. 다시 말해 금융 종사자에게 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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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추세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다. 2001년 이래로 금융산업에서 감원은 꾸준히 단행되
었으나, 가장 큰 고강도의 감원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었다. 1990~94년, 탈규제로 금
융산업 고용이 10만 명이나 줄었으며 특히 보험업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FSSC(2006:42)에서는“인력감원은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에서 공격적으로 비용절감을 단행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고 밝혔다. 2002년 5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사라진 87,480개의 일자
리 중 절반 이상이 보험업으로(유럽구조조정모니터(European Restructuring Monitor : ERM) 조사),
이는 보험 부문의 해외이전 수준(및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FSSC, 2007). 또한 30% 정도는
소매 금융 부문에서 감소하였으며 금융 서비스 전체로 볼 때 일자리의 30%는 영업 기지의 해외이
전으로, 60%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줄어들었다(FSSC, 2007).
<표 1> 영국 금융 부문의 고용, 해고, 수입(1996-2007)
고용 총계(000) 1)

정리해고 (단위 : 1,000명) 2)

정규직 임금 중간값(단위 : 파운드) 3)

남성주급

여성주급

1996

1, 021

0

388.2

517.0

309.5

1997

1, 036

21

408.6

544.7

320.5

1998

1, 044

0

422.3

574.7

333.7

1999

1, 073

25

435.4

575.8

333.4

2000

1, 069

0

467.3

611.4

354.2

2001

1, 089

29

482.0

628.3

364.3

2002

1, 113

34

479.8

623.3

370.9

2003

1, 104

34

513.4

672.9

393.3

2004

1, 079

24

494.2

649.5

378.0

2005

1, 079

22

514.1

670.0

389.2

2006

1, 083

28

537.2

689.9

404.9

주 : 1) Employment, Earning and Productivity Division, ONS, Labour Force Trends (December 2006).
2)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3) Labour Force Survey (2nd quarter).
출처 : SIC 1992 subsection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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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금융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정부 발표 통계
치의 장기적인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애초 예상되었던 감원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각기 다른 출처의 정보
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주목할 것은 금융 시스템 운영 및 실패의 차원에서 이해가 가장
명료한 시점은 경제위기 초반으로 추상적 개념인 신용경색에 대한 이해가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최근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감원이 실물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크다. 이 중 소매, 재무,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타격
을 입었다. 또한 영국은 EU 국가 중 가장 극심한 일자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는 2008년 8월 금융 전반에 걸쳐 단행된 고위직 일자리 감소를 보여준다. 미국 금융
시스템 실패에 직접 관련되어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일례로 골드만 삭스 런던 지사에서만 6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금융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정부 지원이 확대된 Barclays 은
행과 RBS에서 감원이 가장 큰 규모로 단행되었다. 2009년 2월 RBS가 공시한 기업 손실은 240억
파운드로 2,300명을 해고하였고 2010년 말까지 2만여 명이 추가로 해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Barclays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겨우 피하였지만 이도 곧 머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Barclays의 경우 지금까지 감원된 직원은 4,600명에 이른다.
향후 수년간의 금융산업 실적에 대한 주요 업체 및 노동단체, 연구기관의 예측은 상이하지만 이
들 모두 공통적으로 광범위한 인력 감원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경제인연합
(Confederation of Business Industry)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09년 금융산업에서 감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4/4분기 10,000명이었던 감원 규모는 2009년 1/4분기에
12,000~15,000명 가량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금융 부문의 사업적 확신이 지난 18
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Lloyds TSB와 합병한 HBOS 금융그룹의 경우, 가장
심각한 경영 부실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감원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그
룹의 상당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향후 몇 년간 대규모 구조조정과 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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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8년 8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영국 금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감소 현황
회사

감원 규모

비고
2009년 2월 RBS가 공시한 손실액은 240억 파운드로 이미 보고된 감원 수는 2300명.

Royal Bank of Scotland (RBS)

2,300

향후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 감원의 10% 가량이 회계부문에서 발생했으
며, 이 같은 감원에 대해 RBS 행장은‘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힘.

Royal Sun Alliance

1,500

Legal and General

250-450

Pearl Group

500

Friends Provident

280

Goldfish

900

Barclays

4,600

13%의 수익 향상에도 불구하고 총 직원 8,800명 중 14%가 감원 된 것으로 공식 보고됨.
전체 직원 수 8,500명

Barclays 브랜드에 속한 신용카드 회사
영국 본사 기술부서에서 408명, 투자 금융 및 경영 부서에서 2130명이 감원되었
으며, 추후 소매, 상업 금융 및 신용카드 영업에서 2100명이 감원될 예정. 영국 내
직원 수는 약 7만 명임.

Santander

1,900

Abby, Alliance 및 Leicester 소유.
Bradford 및 Bingley 소속.

Standard Life

195

HSBC

500

고객 비 응대 부서에서 감원. 총 직원 5만 8,000명.

Credit Suisse

650

영국 근무 직원 10% 감원.

Aon Corporation

700

국제 신용 브로커

Citigroup

1500

Credit Suisse

500

Goldman Sachs

600

UBS

2,000

주로 런던 크레딧 센터에서 감원 단행.

런던
주로 UBS 런던 지사에서 감원 단행.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살펴보자. <표 3>은 2006~2010년,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의 구체
적인 일자리 변화 내용을 보여준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모든 감원 사례를 망라한 유럽구조조정모
니터(ERM)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 전체 고용의 변화를 완전히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데이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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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금융 서비스의 일자리 변화 내용(2006-2010)
2006

2007

2008

2009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사업 확장

-

3432

-

2,401

-

1,100

-

110

내부 구조조정

3,866

140

4,300

-

10,815

-

29,503

-

해외이전/기지이전

4,414

-

3,630

-

200

-

-

-

파산/폐점

1,700

-

0

-

325

-

-

-

인수/합병

1,050

450

0

-

190

-

-

-

321

-

593

250

-

-

-

-

기타

0

-

0

0

0

-

-

-

아웃소싱

0

-

0

0

769

-

-

-

11,351

4022

8,523

2,651

12,299

1,100

29,503

110

재배치

전체

출처 : European Restructuring Monitor(ERM).

르면 감원 계획은 특히 2007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2009년 예상 감원 규모는 2008년 대비 2배 이
상일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축이 영업소의 해외이전보다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인원 재배치가 아닌 감원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금융산업에서 전격 단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영향이 장기적인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 4>는 영국고용및숙련위원회(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의 위탁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
상 및 성장은 2001~2006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며, 이는
아마도 금융산업에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주요 추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불균등하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대폭 늘어나고 정규직 여성의 수
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금융산업 내 직종 변화에 의한 것으로 행정, 사무, 경영지원 부서의
일자리가 주된 감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신 관리직 및 전문직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 변화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 종사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금융산업노조인 UNITE에서 임금 및 경력개발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문제를 주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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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국 금융 서비스의 성별∙지위별 고용수준
성별 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단위 : 천 명)

자영업

총계

2007년

정규직 변화

비정규직 변화

2007-2012

2007-2012

남자

469

17

47

553

20

12

여자

404

154

16

574

-13

30

전체

873

171

63

1107

8

42

2012년
남자

503

41

48

592

여자

370

214

20

604

전체

873

255

68

1196

출처 : Cambridge Economics/ Institute of Employment Research Estimates.

동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 노동조합의 대응
1990년대 치열했던 금융산업노조의 투쟁은 2000년 이후 회유적으로 변하였다. 이는 산업 내 다
른 노조간의 통합으로 UNITE라는 대규모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 데 일부 기인하
기도 하고, 또한 주요 사용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활동이 증가한 탓이기도 하다(Stuart and
Martinez Lucio, 2008). 노조의 활동은 조직 변화 과정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요 사용자와 제
휴협약 체결에 초점을 맞추었고, 팀 활동, 참여적 의사결정, 직업훈련 및 숙련개발 등의 사안이 주
로 다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노조 UNITE에서는 양성평등 문제에도 활동의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힘들게 체결한 노사 파트너십 협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영국 노사관계법
에 따르면 이러한 협약은 구속성이 없으며 공식적 효력을 띠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사용자에
게 구조조정 및 해고에 관해 노조와 협의할 의무를 부과할 따름이다. UNITE는 EU 지침에 의해 최

30_

2009년 3월호 <<

소 보장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주요 사용자의
비용 절감 및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UNITE 사무총장은 Barclays의 비
공식 해고를 비판하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UNITE에서는 대응의 일환으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사회협약을 구상하였다. UNITE에서는 정부
의 재정지원이 고용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금융
기관의 사회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협약의 주된 내용1)은 다음과 같다.
1) UNITE를 장래 금융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
2) 금융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3) 연금 등,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 보호 및 개선
4) 고위 경영진의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위험 기반 경영을 부추기는 과도한 성과급 제도 종식
5) 금융 기관의 책임성 증대 방안으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위해 금융 서비스 규제 구조 개혁

■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장
알려진 위기의 측면은 금융 시스템의 실패 위험이 광범위하게 초래할 정치적 과제에 관한 것들이
다.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해 주요 은행을 인수하고 시스템의 신용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
결과,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던 실패 위험은 금융산업의 고용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이후
금융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재배치가 단행되면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되
었다. 현 경제위기로 인해 각 금융기관이 비용절감에 시선을 돌리면서 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이다.
아직 그 수준과 범위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구제금융 수혜 은행에서의 대규모 감

1) 전체 내용은 http://www.amicustheunion.org/pdf/Job%201585%20finance%20Social%20contra%
20V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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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여파는 금융 부문 전반으로, 나아가 경제 전체에 파급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수년간의 가파른 생산성 향상은 그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
며, 금융산업의 고용도 저조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경제위기로 인해 노사 파트너십 협약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했던 남녀 불평등
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의 해결은 계속해서 노동운동의 장기적 목표가 될 것이
며, 새로운 금융 규제 시스템이 어느 수준까지 형성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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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그린(Code Green) :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the Lexus and the Olive Tree, 1999)>,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 2005)>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욕타임스 칼럼
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이 2008년 9월에 출판한 책
<코드그린(원제: Hot, Flat, and Crowded: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And How It Can Renew America)>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
다. 이명박 정부의 그린산업 및 그린경제에 대한 정책적 강조와 맞물려 더
욱 주목받고 있는 책인데 정부는 지난 달 저자를 직접 한국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정보화와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오프쇼어링(offshoring), 아웃소싱(outsourcing) 등으로 경제활동 공간의 국가간 장벽이 제거되
어 개인과 기업이 일자리와 고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더 큰 기회를
갖게 되는 세계화의 추세와 이로 인하여 중산층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그의
표현을 빌리자면‘평평해진 세계’
)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새로운 책 <코드그린>을 통해서 과거의 저서에서 언급한 세계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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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즉 평평해진(flat) 세계-와 더불어 또 다른 세계적 변화인 지구의 온난화(hot), 인구의 폭발적 증
가(crowded)가 초래할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의 위험을 강조하고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실천전략
으로‘코드그린’
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저명한 경제학자나 환경학자가 아니고 엄밀한 논증과 이론
을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으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관련 사례와 전문가와의 인터뷰
그리고 권위있는 연구 성과물의 소개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 책에 실
린 프리드먼의 주장을 요약 소개하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오늘날의 세계 환경 기상도 :
뜨거움(hot), 평평함(flat), 붐빔(crowded)
저자는 이 책의 전반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그 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로 규정하고 기원전(B.C.E.: Before the Common Era)과 서기(C.E.: Common Era)에 대비되는 용어
로서‘에너지기후시대(E.C.E.: Energy-Climate Era)’
라고 한 단어로 함축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
대의 특징을 원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뜨거움, 평평함, 붐빔의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기온의 변동폭을 크게 넘어
서는 것이다. 무분별한 삼림 벌목과 가축의 대규모 방목, 농업, 공업화로 인한 자연 훼손 및 에너지
수요의 대규모 증가 등이 이산화탄소와 여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것이 대기 중
에 축적되어 태양열이 우주로 배출되는 것을 막으며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UN이 후원
하는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의 양은 280ppm에서 384ppm으로 치솟았는데 21세기 중반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550ppm 수
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이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지금보다 약 섭씨 3도 가량 상승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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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온도는 먹이사슬의 붕괴와 빙하 등을 일으키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기
온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재앙을 막고자 기온 상승의 최대 한도를 섭씨 2도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PC와 인터넷으로 대변될 수 있는 정보화 혁명으로 공간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공산주의의 몰락
으로 이념적인 국가간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더 고르고 막힘이 없는 세계시장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이는 세계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구분 없이 수백만의 신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새롭게 재화와 서비
스를 사고 팔 수 있으며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례없이 많은 장소에서 유례없이 많은 일들에 대
해 유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유례없이 쉽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과 인도
의 2억 인구가 극빈층에서 탈출하게 되었으며 수천만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소비자층의 출현은 에너지와 천연자원, 토지, 수자원을 집어삼키고 기후를 변화시키
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질병 퇴치, 경제발전 덕분에 2053년 세계인구는 약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UN은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증가세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힘든 개발도상국가들
에서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시화의 추세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가 1960년에는 111개에서 1995년에는 280개, 그리고 현재는 300개가 넘는다. 이러한 인구의 도시
쏠림 현상으로 2008년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
속한 도시화의 추세에 대해서 수자원, 에너지원, 공공서비스 등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1)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고,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자
연스러운 지구기온변화 사이클의 하나라는 주장이 있다. 저자는 이들을 의식한 듯 책의 곳곳에서 다양한
사례와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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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와 평평해진 세계 그리고 붐빔은 서로 결합하여 아래의 5가지 합병증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천연자원의 보존 문제
평평함이 붐빔과 만난 2000년부터 세계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식량에 대한 지구적 수요 증가 속도
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평평함과 붐빔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의 소비 증가를 저자는 부
유병(affluenza : affluence+influenza)과 아메리쿰2)(Americum: America+consumption)으로 요약해
서 표현하고 있다. 점점 더 미국인의 소비적 생활양식과 에너지 소비를 따라가는 개도국의 인구가
급증하고 이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요한 예가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원유 수요의 급격한 성장과 그 밖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 성장과 소비층의
확대로 인한 2004년의 에너지 파동이다.

석유 독재
에너지 기후시대로 진입하면서 에너지 소비국에서 에너지 생산국으로 막대한 부가 이동하게 된
다. 석유와 가스의 가격 상승은 여러 산유국들의 대내외적인 비민주적 행태를 강화하고 테러리즘의
자금으로도 연결되기도 하였다.

기후 변화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기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후와 환경에 미친 모든 영향, 이를테면 산
성비, 오존층 파괴. 전통적인 환경오염 등을 통제 및 복구할 수 있다고 여기던 시대를 종식하고 인간

2) 아메리쿰(Americum)은 1인당 소득이 1만 5,000불 이상으로 소비성향이 증가하여 미국 사람들 생활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3억 5,000만 명의 인구를 가리키는 측정 단위이다. 오랫동안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
2.5아메리쿰만 존재해 왔는데 이제 중국에서 1아메리쿰이 탄생했고 중국의 두 번째 아메리쿰이 2030년에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2030년에 8개 혹은 9개의 아메리쿰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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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후와 지구의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잠정적으로 통제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며 그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소
시키지 않는 한 기후 변화가 대기와 해양, 빙하, 토지, 해안선, 동식물에 돌연한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에너지의 빈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잇다른 정전사태를 맞는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로 도약하는 데 화석 연료라는 기반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료로 삼을 만한 미개척지들이 별로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발전은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
고 원료 절약적인 지식집약적 기반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생물 다양성 감소
도로건설, 천연자원의 남획과 지나친 개발 남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의 심화는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전 세계의 평야와 산호초, 열대림을 잠식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하천을 파괴하고 동식물
을 멸종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열대림과 온대림의 절반이 사라졌고 습지대는 절반이 사라졌다. 세
계가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면서 생물 다양성의 티핑포인트를 이미 넘어섰음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코드그린의 실천전략

코드그린의 실천전략은 기존의 지구를 구하는 몇 가지 방법 혹은 친환경으로 집을 만드는 가장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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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방법류와는 매우 다르다. 자전거 인구의 증가나, 쇼핑때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등 일상의 쉽고
작은 일을 바꾸는 것은 매우 장려할 만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간단한 방
법들은 지구의 자원 고갈과 온난화 속도를 조금 늦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추세를 돌려놓지는
못하며 현재의 에너지 소비의 속도는 이렇게 해서 제동을 걸기에는 너무 빠르며 위험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 따라서 지금은 보다 혁명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이야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당수준 감소시키거나 에너지 자
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할 실제 목표치와는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저
자는 21세기 중반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추세로는 2배 수준(560ppm)을 가뿐히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3도 이상 높아질 수 있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를 피하
기 위해서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2,000억톤의 탄소배출을 막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은 간편하고 단편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경제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실천전략으로 15가지를 제시하며 이 중에서 8가지는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
하나가 매우 힘든 실천 목표이다. 그 중 예를 들면 전 세계의 20억대의 자동차 연비를 30mpg(12km
per liter)에서 60mpg(25km per liter)로 배가한다. 모든 석탄화력전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풍력을 40
배 증가시키거나 태양력을 700배 증가시킨다. 주택사무실에서 전기 사용량을 25%까지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같은 비율로 줄인다는 등의 어마어마한 것들이다. 그것도 당장 시작되어야지 10~20년이
지나서 환경 위험의 추세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장한다.

첫째로, 시장 세팅을 위한 정부의 필요성이다. 청정에너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청정에너지 시장이
다. 이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매우 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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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량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한다면 현존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싸게 훨
씬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써 유럽의 풍력터빈시장을 들 수 있는데 덴마크, 스페
인, 독일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공익사업체에 풍력발전 의무할당제를 부과하고 장기보조금을 제공
했다. 이로써 미국이 유가하락 때문에 풍력을 포기했던 1980년대에 유럽에서는 풍력터빈 제조업체
들을 위한 대규모 시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후 풍력터빈 발전 시장은 1995년에서 2006년까지 연
평균 25% 이상의 성장을 하였다.
둘째로, 정부가 가격신호를 이용하여 수요를 늘린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을 자극할 수 있다. 새로
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기존의 청
정에너지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현존하는 기술의 학습곡선을 신속히 끌어내려 조만간 더 낮은
비용으로 훨씬 대규모로 환경기술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은 현재 전 세계 풍력터빈 생산의 80%
를 차지한다. 특히 덴마크의 베스타스 회사는 풍력발전 장비의 전 세계 1위 회사로 전 세계 풍력장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3만 명 이상의 고용과 덴마크 GDP의 3%가 넘는 액수를 관련 수출로써 벌어들
이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의 정부의 에너지가격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셋째로, 시장의 세팅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말고도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또 다른 이유로는 외부효
과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오염,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외부효
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에 고려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음(-)의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생산에는 과대 생산을 억
제하고 양(+)의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생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에서의 생산을 바로잡아 주
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책 전반부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구온난화는 드러난 사실이고 또 그 환경 재앙
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극단적인 충격이나 충분한 고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돌이 다 떨어져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은 화석연료의 가격이 싼
편이지만 연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가격은 분명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정연료는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청정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경제는 화석연료
에 의존하는 경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이 될 것이고 결국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므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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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빨리 상품으로 연결하여 그린혁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
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규와 표준 세금혜택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통합정책이다. 모든 유
망한 청정에너지의 원천과 우리가 이미 학습곡선 아래로 끌어내린 에너지 효율을 더욱 빨리 가져다
주고 청정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욱 신속하게 실험실 문밖으로 끌어내
줄 정책 조세유인책 및 억제책과 규제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장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옵션은 탄소세, 휘발유세, 피베이트(fee + rebate: 차량의 에너지 기
준(예를 들어 기준연비)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데 비례하여 차량 판매가격에 세금 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제도), 배출총량거래제를 통한 간접세, 신재생에너지 법안 등이다. 유효세율이 진정으로 행
동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고 장기적이기만 하다면 이 중 그 어떤 방향을 택하든 좋다고 한다.
원유, 천연가스, 휘발유의 최저가격을 도입하거나 석탄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영구적인 탄소세라도
도입해 볼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양적인 옵션에는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있다. 유럽국가
들은 얼마의 신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주로 풍력)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에너지 혁신이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저렴하고 환경문제를 일으
키는 대안과 경쟁을 하기 위해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선은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에너지원의 효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 편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언제나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결국 그 부산물인 오염원의 감소를 함께 의미하는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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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의 경우 연료 효율이 높을수록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그 외 나머지 부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도 오염물질의 배
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점차로 이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에너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격 불확실성의 제거가 필요하다. 역사적
으로 1970년 유가 급등이 태양에너지 및 풍력 부분의 대규모 혁신을 촉발하였지만 그 뒤 10년후 유
가 폭락은 이 모든 투자를 거둬 갔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는 데 무관심하였다. 현재에도 석유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시장이 과거와 같은 유가 폭락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투자불
안을 해소할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따라서 풍력전기 업체에서 생산하
는 전력에 대해서 향후 20년간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낮은 오염물질 배출량, 그리고 가격 불안의 제거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그린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시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
별화를 꾀할 수 있다. 만일 도요타가 탄소중립적인 환경 개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어스(Prius)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도요타는 에너지 프런티어가
경쟁우위의 발판이라는 관점에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에너지효율
을 창조해 내는 방법을 간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프리어스는 2000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이
래 70만 대 가량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 좋은 대비가 되는 것이 GM의 전기자동차 EV1이다. 1996
년 출시된 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문제 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자동차 메이커보다
앞서 상용화한 전기자동차였는데 GM은 그 뒤 더 이상의 개발을 포기하고 몇 년뒤 이를 모두 회수하
여 폐차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름 먹는 괴물로 알려진 험머(Hummer)를 인수한다. 이제
GM은 다시 볼트(Volt)라는 이름의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훨씬 앞설 수 있는 아웃
그리닝의 기회를 포기해 버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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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발달은 많은 산업과 일자리의 세계적 이동을 가져왔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오프쇼어링이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일자리 이동
을 가져옴으로써 저소득 근로계층에 경제적 어려움을 입혔다. 코드그린 정책은 태양열 전지판이나
절연체 혹은 내후성 자재로 새롭게 단장한 건물들의 증가를 통해 그린칼라(green-collar)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아웃소싱이 어렵다. 건물에 내후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건물
을 떼어다 중국행에 실어서 새 단장을 해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백만 채의 건물들을 내후
자재로 마감하고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고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그린칼라 일자
리 수요는 저소득층에 경제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블루칼라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일자
리들은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고도의 숙련직을 제외하고
는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도 아니다. 따라서 그린칼라 일자리는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추락
을 막아주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지역사회의 여러 집단이 모여 연합체를 이루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태양
열 전지판을 설치하고 건물에 내후 공사를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부
는 이런 그린직업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그 법적인 근거, 그리고 관련 예산의 배정 등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다른 법의 개정과 보조를 함께 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즉 직업훈련 자체로는
훈련생이 일자리를 잡든 말든 수료증만 남발하고 현장에서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그린직업 프로그램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다른 관련 법들의 개정이 있을 때
효과가 높아진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만일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주택에서 에너지가 어디에서 새는지를 검사하고 절연체를 설치하고 내후화 공사를 해주고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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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설치해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주면 소외계층의 젊은이
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은 에너지 요금을 낮출 수 있으므로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덤으로 사회는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경제∙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가 함께 해
결될 수 있다.

■ 맺음말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테러리즘에 저항하는 단기적 대처에만 매몰되
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국내 정치성향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주도권 그리
고 방향성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성으로서 코드레드
(적색경보: 미국의 최고 수준의 테러경보)에서 코드그린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과연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도쿄의정서의 채택과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어떤 준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은 도쿄의정서를 2002년 비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그 의무가 잠시 유예되고 있지만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본격적으로 감축시켜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2007/2008 인간개발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그 배출량에서는 세계 9위에 오르는 등 그 준비와
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이제 환경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나 연기 가능의 문제가 아니며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도전은 선진국 도약의 엄청난 기회이기도 한데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인식과
생활양식의 전환 그리고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리드먼의‘코
드그린’
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침체 국면에
서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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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계의 불안한
구세주 : SEIU의
앤디 스턴 위원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정선욱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미국 노동정치에 관한 한 오바마 대통령 다음으로 가시적인(visible)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요
즘 열에 아홉은 SEIU(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보건, 공공부문, 관리부문 등 주로 서
비스 업종 중심)의 앤디 스턴(Andy Stern) 위원장을 꼽는다. 1년에 10만 명씩 조합원을 늘리는 조직
화 방식에, 노동조합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노동운동을 비난하던 보수언론이나 비즈니스 스쿨까
지도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의 언어구사 능력 또한 주목을 끌고 있다.‘기업경
쟁력’
,‘상생’
,‘협력’
,‘생산성’등 일반시민은 물론 사용자나 정부에서 호감을 가질 만한 용어를
잘 구사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초청강의나 인터뷰의 1순위에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 위원장 이미
지를 훨씬 젊고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데 커다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높은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미국 노동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가 최근 들어 비
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조합원 숫자 늘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의 조직화 방식이 실
은 미국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며, 또 조직 내 반대 의견을 허락하
지 않고 측근 부패에 관대한 모습으로 인해 SEIU를 문제 많은 이익단체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부쩍 늘어난 앤디 스턴 위원장에 대한 여
러 비판을 최근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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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화 방식에 대한 비판
앤디 스턴과 SEIU에 제기되는 가장 큰 비판은 조직화 방식이다.2) 이와 관련 최근 가장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은, SEIU가 소덱소(Sodexo), 컴퍼스(Compass), 아라마크(Aramark) 등과 2008년 5월에
맺은 협약이다.〈월스트리트저널〉
에 의해 밝혀진 이 비밀 협약은, 사용자 측이 노조화 사업장과 노
조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끔, 즉 어느 곳에 노조를 설립하며 노조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해 사용자 측에 주도권을 주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노조원의 파업권을 포기하고, 노
조원이 노조 게시판에 사용자 측을 공격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며, 이러한 비밀협정 내용이 노조원
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조직화 방식을,‘기업식 노조주의(corporate unionism)’
의 전형이라고 비
난한다.3) 즉 기업을 운영하듯이, 소수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기업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그 결
정이 실행되기 직전이나 실행된 순간에 조직원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화 방식의 맹점은, 조직은 점점 커 가지만 작업장 노조는 현저히 약해지며 따라서 조합원의 목소리
는 점점 더 들리지 않게 되고 조합원은 단지 조합비 내는 기계로 전락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앤디 스턴에 의해 쫓겨난 샐 로셀리 전 UHW(United Healthcare Workers : 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조직 확대가 조합원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절대 승리라고 볼 수 없
으며, 늘어나는 조합원 숫자에 함몰된 앤디 스턴은 조직의 생동성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중”
이라
고 앤디 스턴을 비난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마이클 토레스는“우리의 적은 하나가 아니고 둘”
이
라며,“우리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SEIU라는 조직과도 싸워야 한다”
고 SEIU의 조직화 방식을 비판했
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SEIU가 맺은 일련의 협약 내용을 보면, 조직
은 커 가는 대신 현장 조합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졌으며 기본 권리마저 협약으로 제한하고
1) 이 글에서는 앤디 스턴과 SEIU에 제기되는 비판성 기사, 즉 부정적 측면을 주로 다루기로 한다. SEIU의
혁신적인 조직화 방식과 조직운영 전략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근 <레디앙>에 연재된 이근원
의「미국노동운동 답사기」
를 참조 바람.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281
2) 참고 언론기사에서, SEIU내의 앤디 스턴의 절대적인 입지 때문에 SEIU의 문제점은 곧 앤디 스턴의 문
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3) 워싱턴 포스트 2008년 5월 27일자 기사에서, 샐 로셀리 서부UHW 위원장이 앤디 스턴의 조직화 방식
을 비판하며 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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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SEIU는 노조를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해주겠
다고 사용자 측을 설득해 왔으며 실제로 캘리포니아 의료산업 사용자들은 SEIU의 로비 덕택에 주정
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즉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약한 기능의 노동조합을 허락
해 주는 조건으로 주정부 보조금도 받고‘노사협력기업’
이라는 대외이미지도 제고하는 등, 전혀 손
해 볼 것이 없는 협약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앤디 스턴 진영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노조가입률을 높
이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시대에 노동운동의 초점은 일개 작업장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주나
국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 양보를 위해 조합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한
다(앤디 스턴). 큰 그림이 중요하다. 노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전체 조합원 숫자를 늘려 협
상력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 조합원이 줄어드는 실정에서 노조가 없는 것보다 조
금 양보하더라도 노조를 확대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볼 때 유리하다. 우리가 조직화에 나서지 않으
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평생 노동조합을 누려보지 못할 것이다(앤디 맥도날
드 SEIU 대변인). 한두 군데서만 강한 노동조합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길 원하는가?(톰 드부루인, 펜실베니아 지역 의료산업 노조위원장).
이러한 양 진영의 주장에 대해, 제니스 파인(럿거스대학교) 교수는“이번 논란은 노동조합이 앞
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노조 성장 없이는 노동자
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과 그 최소한의 기준(standards)에 소홀히 하면 그것 또한 문제를 야기
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
고 평했다.4) 리차드 허드(코넬대학교) 교수는 SEIU의 조직화 방식에
대해“미국 내에서 로컬 노조를 전국단위로 재조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사용자 측이 점
점 국제화하면서 조직을 키워나가고 협상력을 키워나가듯이 노동조합도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고 평하였다.5) 그러면서도 그는 비판 진영의 주장 역시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
국 이 논란은, SEIU의 조직화 성공담이 어려운 미국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칭찬받아야 마땅하나,
노동조합의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조합원의 목소리(Voice)와 기본 권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4) 뉴욕타임스, 2008년 2월 29일자 기사. Union Grows, But Leaders Faces Criticism.
5) 워싱턴 포스트, 2008년 5월 27일자 기사. A Leader, His Critics And a Union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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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민주주의 및 측근 부패 논란
SEIU에 제기되는 또 다른 비판은 앤디 스턴 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벌어진 캘리포니아 의료산업노동조합(UHW)의 위원장 교체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UHW는 SEIU내 두 번째로 큰 조직(15만 명)으로 위원장 샐 로셀리는 실력과 인격을 인정받는 노
조위원장이다. 앤디 스턴 위원장은 일찍이 그를 SEIU의 최고위원회(Executive Board) 위원에 발탁
하였었다. 하지만 로셀리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앤디 스턴의 조직운영 방식과 조직화 방식에 바른
소리를 하였고 철학적 차이를 들며 스스로 최고위원회를 사퇴하였다. 지난해 앤디 스턴 위원장은
여러 근거를 들어 그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조사위원회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6)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SEIU 본부는 그를 대신할 두 명의
관리자를 UHW에 내려보내고 15만 명의 UHW 조직을 분할해 일부는 다른 조직에 합병시켰다. 이
번 효과는 대단하다. 로셀리 위원장은“나같이 큰 조직의 수장도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을 본 사람들
은 앞으로 감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이라고 SEIU를 비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샐 로셀리 위원장의 잘못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가 앤디 스턴 위원장
노선에 반기를 들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쫓겨났을까 하는 문제이다. SEIU 비판자들은 그렇지 않
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앤디 스턴 위원장은 급속히 커 가는 조직의 요직을 그가 신뢰하는 사람
으로 채우기 위해 무명의 활동가를 갑자기 큰 조직의 수장으로 앉히기를 거듭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일으켜 조직이 제명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불려가고 언
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조직 망신을 톡톡히 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탁 인사의 과오에 대해
그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 시간이 흐른 뒤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를 다
른 지역의 책임자로 앉히기도 하였다. 이하에서 측근 비행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7)

6) 자세한 내용은 www.seiuvoice.org 참조.
7) SEIU의 조직내 부패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 기사의 정리 내
용을 참조하였다. http://www.nydailynews.com/news/2008/12/30/2008-12-30_seiu_president_andy
_stern_is_a_threat_to.html

>>

_47

타이런 프리만(Tyrone Freeman)
그는 조지아주의 단위노조 활동가에서 앤디 스턴에 의해 갑자기 남가주의 대형 홈케어노동자
노동조합(Local 6434) 위원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LA 타임스에 그의 비행이 대서특필된 후 자진
사임하였다. 그는 노조 활동기금 중 60만 달러를 횡령하였으며, 자신의 하와이 결혼식 비용 8,000
달러와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매달 장모에게 8,000달러를 노조 기금으로 지급하였다.

릭만 잭슨(Rickman Jackson)
앤디 스턴에 의해 미시건주의 SEIU 의료산업노조 위원장에 발탁된 그는 예전 노조였던 남가주
노조와 현 노조인 미시건 노조 두 군데에서 월급을 중복 수령한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는 노조
기금에서 주택임대비용으로 매달 2,500달러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행에도 불구
하고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 그는 캐나다의 SEIU 노조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아넬리 그래지다(Annelle Grajeda)
앤디 스턴에 의해 LA의 공공노조(Local 721) 위원장으로 발탁된 아넬리는 전 남자 친구에게
SEIU 컨설팅을 이중으로 맡겨 거액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에 밝혀져 황급히
종적을 감추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상의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노조가 합병되고 기존의 노조위원장이 바뀌는 틈에 앤
디 스턴에 의해 발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따라서 지난 1월 말에 벌어진
UHW의 샐 로셀리 위원장 교체사건은 SEIU의 내부에서조차 이해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조사위원
회가 제시한 사유들은 위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경징계에 머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
다.8)언론에 소개된 한 내부인사의 표현을 빌면 다음과 같다.“현재 SEIU 조합원들은 두 가지 복합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앤디 스턴 위원장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문제점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우려감이다.”

8) 조직에 해악을 끼쳤다는 일부 사례들조차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 사유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
seiuvoic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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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며
친노동 성향의 오바마 당선과 친노동계 인사인 힐다
솔리스(Hilda Solis)의 노동장관 발탁 등으로 한껏 고무
된 미국 노동계는 SEIU의 조직 내분과 계속되는 SEIU
부패 사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FCA) 통과를 위해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에 매우
실망하는 모습이다. 현재 SEIU 논란의 중심에는 오늘
의 SEIU를 일군 주인공 앤디 스턴 위원장이 있다. 그
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많은 이들이

이번 1월에 위원장이 교체되고 조직이 재정비된
UHW웨스트의 항의 모습
출처 : http://www.seiuvoice.org/article.php?id=686

주목하고 있다. 그가 지적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간
과할 경우 어느 비판자의 표현처럼 그는 오바마 시대의 부채(liability)9)로 전락할 것이고, 정반대의
경우, 그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 노동운동의 재활성화에 기여한 미국 노동운동의 큰 인물로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인물 소개 : 앤디 스턴(Andy Stern)
1950년생으로 뉴저지에서 태어났으며 펜실베니아대학을 졸
업하였다. SEIU 조직가로 1973년 시작해서 펜실베니아 로컬의
위원장이 되었다. 1980년 SEIU의 최고위원회에 뽑혔으며 1996
년 위원장이 되었다. 1996년 90만 명이던 조합원은 매년 10만 명
씩 늘어서 현재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앤디 스턴(Andy Stern)
출처 : http://www.seiu.org/a/ourunion/
andy-stern.php

9) 2009년 1월9일 워싱턴포스트 기사(Troubles in Service Workers’Union May Dim Hopes for Labor)
에서 SEIU의 라이벌 캘리포니아 간호사노조(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CNA)의 로즈 디모로 위
원장이 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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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조업단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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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사회보험법적 규정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독일 내 제조업 분야, 특히 자동차생산 업체들과 부품생산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경기악화로 인한 급작스런 주문량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수의 기업들이 파견근로자의 감축이나 근로시간계좌 적립분을 소멸시키는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를 통해서 기업 내의 숙련된 근로자들을 상실
하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고 중단기적인 경기침체라는 과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업단축
(Kurzarbeit)을 실시하는 경향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이러한 조업단축 실시경향 증
가에 맞추어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 기간 동안 연방노동국에서 지급하여 왔던 조업단축급여
(Kurzarbeitergeld)의 수혜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
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업단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
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본고는 독일의 조업단축과 조업단축급여 지급과 관련된 노동법적∙사
1) 지난 해 말에 보쉬사의 경우 주문량 감소로 인해서 밤베르거 공장 3,50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조업
단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북헤센지역 철강주조업체들도 3,60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조
업단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립스사도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감소에 따른 주문량 감소
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헨지역 자동차 전조등 생산부문에서 약 1,00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조업
단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4. 11. 2008, Konjunktur für
Kurzarbeit,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10F
4965148C04E57ABC072608B7A1A5F~ATpl~Ecommon~S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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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법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조업단축과 조업단축급여의 목적
조업단축이란 조업손실(Arbeitsausfall)에 따른 기업 통상적인 정규근로시간의 일시적인 단축을
일컫는다. 조업단축은 근로시간의 일정 부분만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기업의 전체 조업활동 자체
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형태로 실시되게 되며, 조업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를 수반
하게 된다.2) 이러한 조업단축 제도는 통상적으로 단기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빈번
히 사용되어 왔던 노동법적인 정책수단이었으며,3)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 상
황하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업단축은 독일 사회법전 III(SGB III) 제169
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업단축급여(Kurzarbeitergeld)와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적인 연계성을 가진다. 조업단축급여의 목적은 근로자
측면에서 조업단축 실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소득상실분(임금감소분)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업단축급여는 경기악화 상황하에서 근로인력 유지를 위
한 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행하는 것을 방지-실업
방지-하는 기능을 하여 기업경영 및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4)

■ 조업단축과 조업단축급여의 발달 과정
조업단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조업단축급여는 오래된 사회급여 형태 중의 하나이다. 조업단축급

2) Linck, in : Schaub, Arbeitsrechts-Handbuch, 12. Auflage 2007, §47 Rn. 1.; Bieback, in: Gagel, SGB
III, 32. Ergänzungslieferung 2008, §169 Rn. 124.
3) Reim, in : Däubler, TVG, 2. Auflage 2006, §1 Rn. 482.
4) Bieback, in : Gagel, SGB III, 32. Erg?nzungslieferung 2008, §169 Rn. 125 ff.; Gitter/Schmitt,
Sozialrecht, 5. Auflage 2001, §30 R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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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1927년 7월 16일에 시행된‘근로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Gesetz ü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 AVAVG)’규정을 통해 소위‘조업단축근로자지원’
의 형태로서 일
정 조건하에서 지급되어 왔다. 1960년대 말에 AVAVG 법은‘근로촉진법(Arbeitsföderungsgesetz:
AFG)’
으로 대체되었으며, 조업단축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은 1997년 말까지 이러한 근로촉진법의
테두리 내에 있었다. 1998년 1월 1일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과 관련된 제반 법규정들이 독일 사회
법전(Sozialgesetzbuch : SGB)으로 통합∙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서부터 조업단축급여와 관련된
근로촉진법상의 규정들은 현재의 독일 사회법전 III(SGB III) 제169조 이하의 규정을 통해 적용되
고 있다.5)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조업단축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수는 항상 경기변동 상황과 밀접한 연관
성을 갖는다. 지난 2000~2002년 기간 동안 조업단축급여를 받았던 근로자수는 연간 평균 20만 명
이었으며, 2007년까지는 연간 평균 약 68,0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2008년 상반기 이후
부터 조업단축급여를 받는 근로자수는 다시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로 인해 더욱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도에 조업단축급여를 받
게 되는 근로자들의 수는 연평균 약 1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수치는 2007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이다. 또한 조업단축으로 인한 2009년도 근로손실일수의 규모는 약 1
억 2,200만 시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6)
지난 해 말인 2008년 11월 독일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소위‘경제성장
력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tumsstärkung)’
을 기본 취지로 하는
경기활성화패키지(Konjunkturpaket)를 발표하였다.7) 노동시장 안정화 방안과 연관된 경기활성화
패키지 중 하나는 조업단축급여의 수혜기간을 6개월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18개월로 연장시키
5) Bieback, in: Gagel, SGB III, 32. Ergänzungslieferung 2008, §169 Rn. 13 ff.
6) IAB-Kurzbericht, Internationale Finanzkrise bringt schwere Zeiten für den Arbeitsmarkt, 20/2008,
http://doku.iab.de/kurzber/2008/kb2008.pdf.
7) 경기활성화패키지란 독일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공공부문 및 민간경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약 500억
유로 상당의 정부자금을 정부투자 및 보조금 형태로서 지출하는 계획이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Staatliche Hilfen: Kabinett beschlie�t Konjunkturpaket, 2008년 11월 5일, http://www.
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4C1930DF64364C859783F8954C
51DBCD~ATpl~Ecommon~S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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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8) 이와 더불어, 최근에 독일 정부는 사용자들이 조업단축을 실시하고 조업단축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회보험료 납입액을 부분적으로 경감시켜 주
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에 있다. 또한 파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변동 상황이 일상적이기 때문
에 지금까지 파견근로자(Leiharbeitnehmer)들에 대한 조업단축급여 지급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조업단축급여가 지급되게 된다.9)

■ 조업단축에 관한 노동법상의 규정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사용자가 조업단축을 실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이라는 노사간의 협약자치를 통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조업단축과 관련된 단체협약 규정
(tarifvertragliche Regelungen)에는 조업단축 실시의 전제조건, 조업단축의 범위 그리고 조업단축
실시의 최대 기간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근
거로 실시한 조업단축은 해고보호법상 법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10)
조업단축 실시와 관련된 단체협약상의 구성 및 내용은 단체협약 단위별로 상이한 형태가 존재
할 수 있다. 그 형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사용자와 경영위원회(Betriebsrat)가 공동으로 조업단
축 실시에 관한 통지(예고)를 한 이후에 조업단축을 실시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조업단축 실시에 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공동합의하
8) Spiegel Online, 29. 10. 2008, Vorsorge für Rezession: Scholz setzt 18 Monate Kurzarbeitergeld
durch,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587275,00.html; BMASPressemitteilungen, 12. 11. 2008, Kurzarbeitergeld kann länger bezahlt werden,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 29420/2008__11__12__kurzarbeitergeld.html.
9) Cohnen/Röger, Kurzarbeit als Antwort auf kurzfristig auftretende Konjunkturschwächen, BetriebsBerater, 1/2 2009, S. 47.
10) BAG, 1994.10.12, 6 AZR 541/93, NZA 1995, 134; Schaub/Schindele, Kurzarbeit, Massenentlassung,
Sozialplan, 2. Auflage 2005, §3 Rn. 4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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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단체협
약상의 내용에 자주 기재되는 사항 중 하나는 조업단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1) 사용자가 조업단축과 관련한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을 간과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업단축 자체가 위법으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독일 민법 제615
조 (§
615 BGB) 규정에 따라 채권자지체(Annahmeverzug)-일종의 채무불이행-가 되기 때문에, 조
업단축 실시로 인해 감소된 임금지급분을 완전히 변제할 의무가 있다.12)

조업단축 실시와 관련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이 근로계약 당사자간
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협정(Betriebsvereinbarungen)이 차선으로 조업단축 실시의 법적
근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경영협정상에 조업단축 실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이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상의 다수의견은 경영협정상
에 조업단축의 시작과 기간, 조업단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현황과 배분 그리고 조업단축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범위 설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13)
마지막으로 조업단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조업
단축 실시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상(Arbeitsvertrag)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상에 조업단축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betriebsbedingte Kündigung)와 같은 대량해고를 계획
하는 경우에는,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는 대량해고를
11) Schaub/Schindele, Kurzarbeit, Massenentlassung, Sozialplan, 2. Auflage 2005, §3 Rn. 36 ff.
12) Schaub/Schindele, Kurzarbeit, Massenentlassung, Sozialplan, 2. Auflage 2005, §3 Rn. 87.
13) LAG Hessen, 14.3.1997, 17/13 Sa 162/96, NZA-RR 1997, 478; LAG Sachsen, 31.7.2002, 2 Sa
910/01, NZA-RR 2003, 366; LAG Rheinland-Pfalz, 30.3.2006, 11 Sa 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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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 이전에 연방노동국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고신청서가 연방노동국에 제출된
이후에는 해고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 달 동안 해고유예 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
사용자는 노동국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 이 해고유예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보호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노동국은 사용자들이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제19조 제2항).

■ 조업단축급여에 관한 사회보험법상의 규정
노동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되는 조업단축은 소위‘조업단축급여’
라는 정부의 임금보장급
여를 통해 사회보험법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14) 앞에서 언급한 대로 조업단축급여는 금융위기
와 같은 중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조업단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상실분을
보상하고, 해고를 회피하여 실업 증가를 억제하며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조업단축과 관련된 노동법상의 규정 및 사회보험법상의 규정들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사용자들은 노동법상의 보호의무(Fürsorgepflicht)에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요소
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기타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
라서 조업단축에 따른 임금보장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조업단축급여 지급에 필요한 신청서를 연
방노동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들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15)

14) Koch, in: Schaub, Arbeitsrechts-Handbuch, 12. Auflage 2007, §48 Rn. 17 ff.
15) LAG Sachsen, 30.8.2002, 3 Sa 996/01, NZA-RR 200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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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법전 III 제169조 및 제170조에서는 조업단축급여의 보장을 위해서 임금손실을 수반하
는 상당한 조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노동법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실시되는 조업단축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임금손실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상
조업단축급여의 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조업단축급여 청구를 위한 제
반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조업단축급여의 크기와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조업단축급여 청구를 위한 제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사회법전 III 제169조):
- 임금손실을 수반하는 상당한 조업손실(제170조)
- 기업적 요건(제171조)
- 개인적 요건(제172조)
- 조업손실 신고(제173조)
- 노동쟁의로 인한 사업정지가 아닐 것(제174조)

상당한 조업손실
조업단축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제170조 제1항의 상당한 조업손실(erheblicher Arbeitsausfall)이
있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원인이나 주의 노력을 통해 예방이 불가능한 외부
적 요인들로 인해 상당한 조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조업손실이 일시적(vorübergehend)이고 회피
가 불가능(nicht vermeidbar)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최소 1/3 이
상에게 임금손실을 초래하며, 이러한 임금손실이 월 임금수준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
는 경우를 말한다.
조업손실을 초래하는 경제적 원인(wirtschaftliche Gründe)이란 일반적으로 경기변동 상황-예를
들어,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악화-과 연관된 기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특수적 원인들
을 말한다(제170조 제2항).16) 가장 쉽게는 경기침체에 따른 주문량의 감소 등이 이러한 경제적 원
16) Köhler, in: Plagemann, Sozialrecht, 2. Auflage 2005, §13 Rn.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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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경기변동 상황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업장 내 요인이나 계절적 요
인- 예를 들어, 농림업이나 크리스마스(명절) 관련 상품 제조처럼 계절적 영향을 받는- 등은 이러
한 경제적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경기변동 상황과 관련없이 자신의 사업장
구조를 변경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업단축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예방이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unabwendbares Ereignis)이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적절한 주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예방할 수 없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제170
조 제3항).17)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는 비일상적인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
업이 적절한 안전규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되는 번개에 의한 화재 및 폭발사고,
전염병, 동물성 전염이나 산업재해 등이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기후변
화에 따른 조업단축-예를 들어, 광산업이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조업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의 경
우에는 조업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회피 불가능성이란 조업손실을 회피(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조업손실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한다(제170조 제4항).

기업적 및 개인적 요건
조업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업적 요건(betriebliche Voraussetzungen)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이 정기적으로 최소한 1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제171조).
개인적 요건(persönliche Voraussetzungen)으로서 조업단축급여는 조업손실이 개시된 시점부터 사
회보험의무가 있는 고용(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다. 또한 근로자들이 해고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일 것도 요구된다
(제172조 제1항).

조업손실 신고와 비노동쟁의성
조업단축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용자나 경영위원회는 노동국에 조업손실 신고서를 제출해
야만 한다(제173조). 조업손실 신고서는 일정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되며, 여기에는 조업단축
17) Köhler, in: Plagemann, Sozialrecht, 2. Auflage 2005, §13 R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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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시행을 위한 단체협약 및 경영협정상의 규정, 임금산정 기준, 사업장 상태 및 주문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국은 조업손실 신고서상의 정보를 심사하여 해당 기업에 상당한 조업손실
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거나 법적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업단축급여 지급을 서면으로 통
보한다.
조업단축급여를 받기 위한 마지막 요건으로는 기업의 조업손실이나 사업 정지가 노동쟁의로 인
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제174조).

조업단축급여의 규모는 발생한 조업손실의 규모, 근로자들의 가족상황과 임금수준에 따라서 상
이하게 결정된다. 우선, 조업단축급여는 실업보험급여 지급기준과 유사하게 최소 1명 이상의 자녀
혹은 배우자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순임금격차의 67%, 그리고 그 이외의 근
로자들에게는 순임금격차의 60% 수준으로 지급된다(제178조).
구체적으로 조업단축급여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
는 근로자가 조업손실이 이전에 받았던 월 임금수준(Sollentgelt)이 2,500유로이고, 조업손실 이후
에 감소된 임금수준(Istentgelt)이 1,500유로라고 가정하자. 일단 각각의 경우 노동국의 조업단축급
여 산정표상의 등급에 따라서 1,232.02와 793.95유로가 산출되는데, 조업단축급여는 이러한 산출
액의 차이인 438.07(= 1,232.02-793.95)유로가 지급되게 된다. 다시 요약하면, 조업단축급여 산
정표상의 등급에 따른 Sollentgelt의 산출치와 Istentgelt 산출치의 차이가 바로 조업단축급여의 액
수가 된다.
조업단축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초로 조업단축급여가 지급된 이후부터 최대 6개월까지였다(제
177조 제1항).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독일 정부는 2009년 1월 1
일부터 조업단축급여의 수혜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법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조업단축급여 연장방안은 조업단축급여 청구권을 갖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

18) IG Metall Villingen-Schwenningen 홈페이지, http://www.villingen-schwenningen.igm.de/
downloads/artikel/attachments/ARTID_28862_ucgIn0?name=KUGAufstocku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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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유효하게 된다.19)

■ 맺음말
조업단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중단기적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정책 수
단 중의 하나이며, 현재 독일 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업단축급여를 통해 근로자
들은 조업단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임금상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에게는 경
기침체 시기에 고용 유지에 따른 임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해 기업숙
련 인적자원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조업단축 및 조
업단축급여를 통한 해고방지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지
급하는 것보다도 조업단축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조업단축의 장점과 조업단축 실시 증가 경향에 맞추어,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
급여의 수혜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시키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업단축급여 수혜
기간의 연장은 금융위기가 심화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19) Entwurf eines Gesetzes zur Sicherung von Beschäftigung und Stabilität in Deutschland,
http://www.fuer-ein-lebenswertes-land.bmas.de/sites/generator/30964/property=pdf/
2009__01__27__gesetzentwurf__konjenkturpaket__2.pdf; BMAS, Informationen zur Kurzarbeit,
http://www.fuer-ein-lebenswertes-land.bmas.de/sites/generator/29874/Startsei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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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영국 노동시장
진출과 취업 경쟁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경기불황 속에서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취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국
내 일자리 감소 문제가 영국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외국계 회사가 영국 내 건설 공사를 맡으
면서 영국인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존에 고용된 영국인 근로
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시작됐다. 게다가, 20년간 최악의 폭설이라는 이상기후 속에서도 같은 업
계의 근로자들이 동조파업을 감행함으로써 불과 며칠 만에 사태가 전국으로 번지게 되었다. 파업
이 전국 곳곳이라고는 하나 전체 파업참가자가 수천명밖에 되지 않았고, 거대 노조가 개입된 큰 파
업이 아닌 건설 분야에 한정된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알선조정중재위
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 ACAS)를 통해 쌍방의 합의점을 찾아주기 위
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과 여론이 들끓는 등 이번 사건이 영국 사회 전반에서 크게 이
슈화됐다. 금번의 파업 사태가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영국 언론의 스포라이트를 받았던 이유는 외
국인 근로자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의해 촉발된 첫 파업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영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동향과 그 파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이 촉각을 세
우고 있음을 반증한다. 본문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배경으로 영국의 노동시장 개방 현황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먼저 간략히 정리하고, 이번 사건의 전말과 의의,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향후 예상되
는 변화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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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사회 분위기
영국은 유럽연합 내 유력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근로자들의 기술력을 인도, 호주, 남아
프리카공화국 등 영연방 출신 근로자들의 이민을 통해서 보충해 왔다. 여기에다 유럽연합의 출범
으로 더욱 거대하고, 기술력 수준이 높은 노동력 풀(pool)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송출노동자에 관
한 지침(Posted Workers Directive)’
을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 근로자의 거주와 노동의 자유
를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1980~90년대에
는 영국 경제가 암흑기였고, 노동시장의 상황도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에
서 보장된 거주와 노동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유럽연합 근로자들의 영국 유입은 그다지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이래 장기적인 경제 호황과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할 만큼 국내 고용이 안정되면서, 영국의 노동시장은 외부에도 매력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
히, 2004년 이른바 A8으로 불리는 동구권 8개국이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하면서, 영국의 노동시장
개방정책과 높은 임금수준이 합쳐져 이들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1)
2007년까지 10년간 이민으로 인구가 180만 명 늘었고, 2007년 한 해에만 23만 명의 순유입이 있
었다. 2007년 말에는 10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 중 52%(약 110만 개)가 외국인들에 의해 채워졌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감소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국 정
부도 예상을 뛰어넘는 동유럽 근로자들의 영국판 골드러시에 놀라 2006년 추가로 가입한 불가리
아, 루마니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개방치 않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보장된 거주와 노동의 자유는 원래 상호호혜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합의된
사항이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득이 되지 못한 듯싶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영국에는
110만 명의 유럽연합 출신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29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유럽연합 중에서도 불균형이 심한 순인력 수입국이 돼 버린
것이다. 게다가 급작스런 인구유입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부족, 사회통합 저해 등의 후유증이 생기

1) 대부분의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A8에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반면, 영국은 기존 회원국과 동
등하게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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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
도 국내 일자리에 대해 영국인들이 유럽연합 시민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현
실화되자, 조금이라도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유럽연합 출신 근로자들의 근로 입국 조건
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호주식의 포인트제의 도입을 통해, 이민 기준을 강화시켜 매
년 11,000명 정도의 유입을 막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간 허용되는 이
민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태 전까지 일반 시민들이나 근로자들 사이에서 최근 벌어진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 유입
에 대해 직접적인 반감이나 혐오증 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영
연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을 오랫동안 경험해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
다 장기 호황과 튼튼한 노동시장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돼 일자리가 부족한 마당에 국내에서 창출된 일
자리가 영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영국인들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 린제이 정유소 파업의 실태
2월 초 20년 만의 폭설이라는 악천후 속에서도 영국 링컨셔 지방의 린제이 정유소 확장 공사에
동원됐던 영국인 근로자 700여 명은 고용주인 프랑스계 토탈(Total)사와 시공사인 아이렘(IREM)
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자들은 2007년 고든 브라운 총리가 취임 직후 가졌던 노동
당 전당대회에서 발언한“영국의 일자리를 영국 국민에게(British jobs for British people)”
를 인용하
여 시위피켓에 써붙였다. 아직 불황이 오기 전인 2006년 린제이 정유소의 소유주인 토탈은 정유소
확장 공사를 결정하고, 주 공사 계약자인 미국계 제이콥사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계약을
맺었다. 제이콥사는 영국계 5개사와 유럽계 2개사가 참가한 공개입찰을 통해 이탈리아계 건설회
사 아이렘에 하청공사를 불하했다. 아이렘은 확장 공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건설인력 300명을 이
미 본사에 고용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근로자들을 데려와 채우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영국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상황에 대해 기존 공사장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대응했다. 게다가 노조를 통한 합법적 파업 절차를

>>

_63

밟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체로 조직한 불법파업(wildcat)을 시작했다. 파업은 린제이 사업장
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틀 만에 22개 지역에서 에너지 분야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조하면서, 전
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파업 자제와 불법파업의 위험성에 대해 시위자들에게 경고하는 한편, 알선조정중재위원
회(ACAS)를 통해 양측에 합의점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린제이 공사 현장에 영국인
만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101개가 만들어졌고, 외국인 근로자가 채운 300개의 일자리는 보호주
의 논란에 휩싸이거나 유럽연합 지시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파
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해산보다는 발빠른 중재를 통해 사태를 해
결하려 했던 점은 관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았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측도 불법파업자를 법대로 처벌할 명분이 있었으나 영국인만을 위한 추
가적인 일자리까지 제공한 것은 시위를 겪으면서 일자리에 대한 영국인들의 정서를 감지했기 때
문일 것이다.

■ 린제이 파업의 의의
린제이 정유소 파업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차지한 것
에 대해서 영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즉 이번 파업이 기존의 주된 이
유였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일자리 자체를 놓고 발생했다는 점이다. 최근에 동유럽 출신 노
동자들에 의한 국내 일자리 잠식이 더 큰 규모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근로자들이 직접적
인 행동에 나선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인 파업, 그것도 불법파업으로까지 이어졌던
이유를 몇가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은 경제난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는 뉴
스를 접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당연히 민감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영국인들은 정당한
포지션 경쟁에서 밀려서 고용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미 일자
리 경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음을 억울해 하고 있다. 둘째로, 파업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히 구
분된다는 점이다. 동유럽에서 수십만 명씩 유입되어도, 어느 분야,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잠식당하
고, 어떤 근로자가 경쟁의 피해자인지,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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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영국인 근로자들이 그 책임을 토탈사에 돌렸고, 장래에 자신들의 일자리도 불안할 수 있음을
인식한 기존의 영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불법파업이었다. 건설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사분쟁은 노조와 사측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 왔고, 양측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증언으로
판단할 때, 불법파업이 고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예외적인 사태로 분석된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근로자들의 분노가 컸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음을 알 수 있
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급작스럽게 조직된 불법파업임에도 한 사업장에서 70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석했고, 불과 수일 만에 동종 업종 종사자들이 불법 동조파업을 통해 지지를 보냈다. 이
는 한 개 사업장에 국한된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앞으로도 재발가능한 섹
터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의미한다. 린제이 정유소 파업이 있기 전에도 프랑스 알스톰사가
스페인 근로자를 영국으로 데려온 전례가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 측은 영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의 60%정도
가 가까운 장래에 개∙보수나 증축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고, 이번 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재발의 염려가 크다고 믿고 있다. 특히, 송출 노동자에 관한 지시사항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관련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에서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
된 임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똑같이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현지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수준을 받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만 지급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결과로 영국인 근로자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영국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을 노조들도 인
식하고 있는 것이다.

■ 린제이 파업에 대한 반응
영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은 영국 내에서도 충분히 공사에 참여할 만한 기술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탈사와 아이렘의 결정이 영국인들을 일자리 지원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는 점이다. 특히, 각종 대형공사에서 영국회사들이 탈락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의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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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데리고 들어오자 쌓였던 불만이 터진 것이다. 시위대들은 정부에 고든 브라운 총리의 약속인
“영국 일자리를 영국 국민에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사측에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
라 구조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일자리는 우선 영국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화해 달라는 요
구이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들의 압박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에 대한 보호주의를 뜻하
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훈련에 적극 투자해서 경쟁력을 갖춰 스스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방침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
다. 여러 노조들은 근로자들의 앞선 행동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근로자들을 지지
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고, 정부에 유럽법을 바꿔서라도 국내 일자리 경쟁에서 자국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또한,‘송출 노동자에 관한 지시사항’
이 영국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일반노조
(GMB)는 외국계 기업에 의해 영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당하고,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조 차원에서의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비유럽연합 출신 근로자의 이민에 대해
서는 연간 입국자수를 제한하자는 당론을 갖고 있는 야당인 보수당은 영국 내 일자리는 영국인 근
로자들이 먼저 채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유럽연합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영국의 이익에 반하고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표현한 만큼 정부가 앞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탈사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합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본인
들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하청업체 선정 입찰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영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도
적인 차별도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아이렘사가 새로운 일자리를 전원 기존 피고용인으로
채우기로 한 결정도 이미 특화된 기술력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회사의 기술과 방식에 이미 숙달된 인원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설업주
들의 모임인 영국 토목산업협회에서는 회원사들에 전달하는 새 지침에서 적어도 모집 공고가 난
일자리에 대해서는 영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
계에서는 토탈사의 법규 위반 사실이 없고, 거주와 노동의 자유는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영국인 근
로자들도 유럽연합 전역에서 넓어진 취업 선택의 폭을 누릴 기회가 있으므로 불만을 토로할 사항
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정부는 파업이 발생하자 불법 여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재기구를 통한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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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이끌어냈다. 적어도 파업을 뒷받침하는 국민 정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
여 진다. 알선조정중재위원회(ACAS)도 이번 사태의 원천이 된‘송출 노동자에 관한 지시사항’
을
영국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고 엄격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런 점들이 금번 경제 불황
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파업이 절차상 불
법임을 분명히 하고, 내용상으로도 사측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파업의 명분이 약하
다고 주장했다. 알선조정중재위원회(ACAS)도 사태 진상조사 후 2월 중순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토탈사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명분 하에
서도 불법파업은 용인될 수 없다고 피력했고, 사업부 장관 피터 만델슨도 노조와 근로자들의 국수
주의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나섰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약속까지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동
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후대책으로 건설 분야의 영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성과 기술력을 신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국 기업들이 입
찰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맺음말
린제이 정유소 파업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국내 일자리 잠식에 대해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성
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업은 짧았지만, 영국 국민들의 분노와 피해의식은 상당
히 오래 갈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당분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조와 야당을
중심으로 영국의 상황에 불리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경제위기의 분위기 속
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연합 통합의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노동시장을
둘러싼 국수주의가 상당기간 대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의 일부로서 거주와 노동
의 자유가 보장된 이상 큰 틀을 깨기 힘들 것이다. 대신 유럽연합 위원회에서도‘송출 노동자 지시
사항’
이 개별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게 국내에서 노사간 합의된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임금수준이 높은
회원국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사태는 유럽연합이 제도적으로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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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통합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공영을 위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수단과 목표가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이번 파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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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프랑스 정부의
2월 19일자 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 사회에서 경제위기의 여파는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국내 각
종 경제지수의 악화와 함께 과달루페(Guadeloupe), 마르티니크(Martinique) 등 해외 프랑스령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이 격화되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29일, 프랑스 전역에서 약 250만 명1)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안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총파업 이후,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
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자회
의를 개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18일 대표자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프랑
스 정부는 몇 가지 정책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하에서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노사 당사자
들의 입장 등을 정리해 본다.

1) 노조 추산, 정부 추산은 약 100만 명, 르몽드 1월 29일자《Mobilisation massive contre le gouverneme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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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주요 내용
이번 정책들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계층들이다. 이에 따라, 만 25세 미만의 청년근로자, 부분실업제 적용근로자, 중산층 중에서도 저
소득가구 등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원조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중산층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립개별화보조금(Allocation
personnalisée d’
autonomie)2)을 받고 있는 66만 가구 혹은 양육보조금대상자(Complément libre
choix du mode de garde)3)인 47만 가구 혹은 장애아동이 있는 14만 가구, 혹은 직장을 다시 찾은
실직자가 양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가사도우미, 학습지원, 양육보조 등 대인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200유로 상당의 수표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전액 국가에 의해 부담되며, 첫 분
기가 끝나기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약속되었다. 한편, 취학아동이 있고 현재 신학기 보조금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4)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150유로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오는 6월에 지급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과세지표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약 200만 가구에 대하여 2009년 소득세의 2, 3번째 납부가 면제될 것이다.5) 동 조
치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각 가구당 평균적으로 약 200유로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첫 번째 항목을 조금 상회하는 약 200만 가구들에게도 추가 감세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2)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생활하는 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
이다.
3)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특정 소득 미만의 가구에서 양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4) 6세 이상 18세 미만 취학아동을 둔 저소득가정에게 매년 신학기 직전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보
통 8월 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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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실업제도(Chômage partiel)란 사용자가 기업에서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근로자
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근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분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는 소득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 총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실업 보상 수준을 60%에서 75% 수준으
로 높일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 구체적 시행에 관하여는 국가와 산업별∙기업별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들 중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기간 4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주로 청년근로자 혹은 기
간제근로자들이 해당될 이번 조치에 따라서, 1년간 최소 2개월 이상을 일하고 실직했거나, 지난
28개월간 2개월에서 4개월을 근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5) 2008년 기준, 프랑스의 소득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과율

가구수(백만)

0 ~5,852

연간 소득액

0%

0.1

5,853~11,673

5.5%

2.1

11,674~25,926

14%

11.2

25,927~69,505

30%

2.8

69,505

40%

0.3

~

이 중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5,853

에서 11,673

의 범위에 속하는 약 210

만가구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세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다음 해에 3회에 걸쳐 납부하
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조치는 이 3회의 납부 중 2회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정부 조
세사이트 http://www.impots.gouv.f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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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의 재고용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사회투자기금(Fonds d’
investissement
social)을 설치한다. CFDT가 제안한 동 기금은 정부의 절반의 지원을 더하여 약 25억~30억 유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근로자, 주주, 기업 간의 추가이익분배 사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시행 평가와 관련하여 노사당사자들과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
하는 한편, 2009년 사회적 대화의 논의 사안으로 기업경영, 근로자대표제도의 현대화, 남녀임금평
등 그리고 노동위원 선출 현대화 등의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노사 당사자의 입장
실질적으로 이번 대표자회의는 노사정 간의 교섭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가까
웠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노사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정책 내용 발
표 후, 사용자단체 Medef는 이번 조치들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
시하며, 이번 회의가‘협상’
이 아닌 단순히 대책들을 나눠보는 자리였던 만큼 크게 구속되지 않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언급된 쟁점 중의 하나인 기업 간의 추가이익분배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1노동조합인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현재 위기
에 대처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과, 부분실업보상금 인상에 있어 개별 협약에 그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 전기 등 필수소비에 대한 부가세 인하 등
근로자 소득부문에 관한 사안들과, 특히 스스로 내놓은 안인 사회투자기금 설치에 있어 정부 지원
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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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노동자 힘(FO)’역시 정부가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별한 즉각적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한편으로 부분실업제도의 기간제한연장과 임금보장수준을
80%로 높일 것 등을 요구했다.
결국 8개 노동조합연맹은 현재의 심각한 사태와 프랑스 정부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동떨어져 있
음을 주장하며, 3월 1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6) 현재 프랑스 사회
당, 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가 및 전망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정책들을 요약하면,‘경제위기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은 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 되겠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실질구매력 확보를 요구해 온 노동조합 측의 주
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 발표 직후 지난 2월 25일, 노동부의 고용통계가 발표되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지
난 1월에만 프랑스의 실업자수는 9만여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실업률 계산방식이 도입
된 1991년 이후로 최고의 기록이다.7) 특히 새로 등록된 실업자군에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파업
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대규모로 행해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
표자회의에서‘고용’
을 위한 기업에의 투자정책만이 이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8) 결국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분적 소득보전이 정부가 내놓

6) 2월 23일자 CFDT, CFTC, CFE-CGC, CGT, FO, FSU, Solidaires, UNSA 연합 선언문《Appel du 19
mars 2009》참조.
7)《Demandeurs d’
emploi inscrits et offres collectées par Pôle emploi en janvier 2009》
, 동 자료에 의하면
1월말 기준 총 실업자수는 2,204,500명이고, 이전 달에 비해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http://www.
travail-solidarite.gouv.fr/IMG/pdf/2009.02-09.1.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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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계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급이 대부분 일회성 조치인데다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
로 전체 근로자들의 감소된 소득을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위 정책들의 시행에는 총 26억 유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이다. 당장에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프랑수와 피용(François Fillon) 국무총리는 발표된 정책 중 우선적으로 시행
할 조치로서, 청년실직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언급했다. 이
에 따라 오는 보조금은 오는 4월에, 소득세 감면은 이번 납부일로부터 적용되게 된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도 참여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절차를 개시했으며, 정책평가위원회를 바로 설치하여,
이번 정책들의 시행을 감독, 평가하도록 했다.9)
이처럼 프랑스 정부가 정책 발표 후 나름대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대
성 만큼이나 다시 예고된 총파업의 압력이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조
측이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인상 등, 실질적인 구매력 인상에 대한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협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협의 과정이 역시 같은 임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과달루페나 마르티니크 분쟁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8) 르몽드 2월 26일자,《Choisir entre salaire et emploi : vraie question ou faux débat?》
; 사르코지 대통령
은 같은 날 TV연설에서“근로자 열 명 가운데 한 명만이 적용을 받는 최저임금의 증대로는(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미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
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움들을 악화시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 임금인상정책을 고려하
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9)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www.premier-ministre.gouv.f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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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긴급종합대책 및 고용대책
국제노동동향 ⑤ - 일본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10~12월의 실질 GDP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12.7%를 기록하 여 전후 두 번째 최악의 사태
를 맞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실시하고 있는 긴급종합대책 및
고용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
길 빈다.

■ 경제위기 및 고용상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10~12월의 실질 GDP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12.7%를

1)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5.cao.go.jp/keizai3/0902getsurei/keizai-shihyou.html
http://www5.cao.go.jp/keizai3/getsurei-s/09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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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것이 일본의 경제위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실질 개인소비지수를 보면, 2008년 7~9월은 0.1%였고, 10~12월은 -1.5%로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설비투자는 7~9월을 기준으로 2008년이 전년보다 마이너스
13.3%를 기록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해 2008년 10월 -7.1%, 11월 16.6%, 12월 -20.8%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역관련 상황을 보면, 먼저 수출은 2008년 7~9월이 전년 동기에 비해 2.6% 증가하였는
데 10월 -6.4%, 11월 -22.2%, 그리고 12월 -29.9%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수입
도 전년 동기에 비해 2008년 10월 -2.1%, 11월 -10.7%, 그리고 12월 -7.1%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 결과, 무역∙서비스 수지는 2008년 10월 -185억 엔, 11월 -5,085억 엔, 그리고 12월 -4,541억
엔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기업의 경영전망([좋다]-[나쁘다], 마이너스이면 나쁨)을 보면 2008년 9월 -14%, 12월 -24%,
2009년 3월 -38%로 기업의 경영전망이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보다 크게 많아, 앞으로도 계속 기
업의 경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고용상황도 극히 나빠지고 있다. 먼저, 유효구인배
율은 2008년 2월 1.02로 기업의 구인자수가 근로자의 구직자수 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 거의 지속
적으로 낮아져 10월 0.84, 11월 0.81, 그리고 12월 0.75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실업률은 2008년 1월 3.8%에서 8월 4.2%로 증가하였으나 10월 3.7%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
나 11월 3.9%, 그리고 12월 4.4%로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수는 2008년 5월 5,576만 명으로 최고
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후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월은 5,524만 명으로 7개월에 52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후생노동성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계약만료 등으로 직장을 잃는 자는 2008년 10월부터 2009
년 3월까지 124,802명에 이른다. 고용형태별로 그 구성을 보면, 파견이 68.7%로 압도적으로 많고,
계약사원(기간직) 18.6%, 도급 8.4%, 기타 4.3%였다. 파견사원이 경제위기 시 가장 고용조정 대상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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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종합대책 및 고용대책

일본 정부(아소 수상)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정한 긴급종합대책과 예산액은 다음과
같이 세 번 있었다. 즉 첫 번째, 2008년 8월 29일‘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약 11.5조 엔,
두 번째, 10월 30일‘생활대책’약 26.9조 엔, 그리고 세 번째 12월 19일‘생활방어를 위한 긴급대
책’약 37조 엔으로 총 75조 엔에 이른다.
후술할 고용대책을 제외하고 종합대책의 주요 항목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첫째,
사회보장대책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의료의 안심확보로서 고령자 의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자 보험료를 경감하고, 지역의료를 확보하고 의사부족을 해소한다. 또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연금기록 누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통합기록을 해명하고 통
합을 착실히 수행한다. ③ 출산, 양육지원으로서 보육소의 분원 시설을 정비하고, 인정 어린이집을
긴급 정비한다.
둘째, 금융∙자금운영∙중소기업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자금 운영대책으로서 신용보증협회의
긴급자원보증금을 6조 엔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1건당 보증한도액을 무담보로 8,000
만 엔으로하여 자금운영을 지원한다.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도 정책투자은행이 어음을 구매하여
자금확보를 지원한다.
셋째, 생활자 지원이다. 먼저, ① 가계에 긴급지원하는 정액 급부금으로서 국민 1인당 12,000엔
(65세 이상, 18세 이하는 8,000엔 가산)을 급부한다. ② 소비자정책 강화대책으로서 소비자청을 창
설하는 등 소비자정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생활 상담체제를 강화하고, 식품
의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넷째, 성장력 강화, 저탄소사회의 실현이다. ① 가정, 기업, 공공시설 등에 태양열 발전설비, 에너
지 절감 설비 도입, 지역의 대규모 태양열 발전 등의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신에너지 도입

2)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5.cao.go.jp/keizai1/2008/081226point.pdf
http://www5.cao.go.jp/keizai1/2008/081219tais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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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나 가정 등에 고효율 설비∙기기, 에너지 절감 가전 등의 도입을 가속시
킨다. ② 고효율 차세대 태양열 발전, 이산화탄소 회수∙축적기술 등의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을 가
속시킨다. ③ 선진적인 에너지 절약형 정화조, 대규모 정화조 정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생활배
수대책을 실시한다.
다섯째, 지역활성화∙농림수산업 대책이다. ① 고속도로 요금을 야간∙심야에 각각 30%와
50% 인하하고, 지방의 경우 휴일 주간에도 50% 할인한다. ② 농지의 확보, 유효이용, 수전 전면활
용 농업자의 경영안정, 에너지 절감∙자원 절약 촉진 등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의 공급력∙경쟁력
을 강화하고, 국산품 수요를 환기한다. ③ 농∙공∙상의 연계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신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수출확대 등을 꾀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여섯째, 주택∙재해방지대책이다. ① 에너지 절감형 장수주택의 진흥 및 주택투자를 활성화하
고 고령자의 안심∙안전을 지원하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입은
재해복구, 재해방지, 소방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 ③ 학교, 주택 등의 지진대책을 높이고, 공공시설
의 대지진 대책, 그린화∙친환경 개축 등을 실시한다.

고용문제의 파악과 행정지도∙주지

<비정규직 고용문제>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현에 있는 노동국과 고용지원센터(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하여 고용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를 조사하였다. 제1차 조사 결과는 2008년 12월 26일 발표되었다. 동 발
표에 의하면, 2008년 12월 19일 시점에서, 파견 또는 도급계약의 기간만료, 중도해약에 의한 고용
조정 및 유기계약 비정규직의 기간만료, 해고에 의한 고용조정에 대하여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까지 실시한 것이나 실시 예정인 것을 파악한 결과 전국 1,415개 사업소에서 약 8만 5,000명3)
이 고용조정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8/12/h12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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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사는4) 2009년 1월 30일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1월 26일 시점에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까지 고용조정이 되었거나 되는 비정규직은 1,806개 사업소에서 약 12만 5,000명인 것
으로 밝혀졌다. 고용형태별로 보면,‘파견’
이 68.7%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사원 등 18.6%, 그리고
도급이 8.4% 등이었다.
제3차 조사는 2009년 2월 27일 발표되었는데, 2월 18일 시점에서 상기 동 기간에 고용조정이 되
었거나 되는 비정규직은 2,316개 사업소에 157,80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
록 비정규직의 고용조정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용문제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고용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후생노동성은 2008년 11월 28일,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장(우리나라의 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
사무소장에 해당)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파견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인 파견회사가
당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파견회사와 파견사용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 둘째,
파견법 위반사항을 시정∙지도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것,
또한,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
접 고용하도록 권장할 것 등이다.5)

<신규졸업자 고용문제>
일본에는 졸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정년퇴직할 때까지 고용하는 종신고용의 관행이 아직도 강하
게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졸업자가 신규 채용되는 것은 자기 일생의 직업생활이 어느 정도 결정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위해 먼저 내정하는데 이번 경
제위기로 내정을 취소하는 기업이 생겨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내정
취소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6), 2009년 졸업자 취업내정이 취소된 자는 1월 23

4)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9/01/h0130-8.html
5)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houdou/2008/11/h1128-6.html
6)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8/12/dl/h1212-4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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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현재 271개 사업소에 1,21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고졸예정자가 206명, 전문대학∙대
학 등의 졸업예정자가 632명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신규 졸업자의 내정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인 직업안정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졸업자의 내정을 취소하려는 사
업주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및 해당 학교에 통보할 것, 둘째, 다음 어느 것에 해당되어도 기업명
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① 2년 연속 신규 졸업자의 내정취소를 한 기업, ② 동일 연도 내에
10명 이상에 대해 내정취소를 한 기업, ③ 어쩔 수 없이 사업활동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확
히 인정되지 않는데 내정취소를 한 기업, ④ 내정취소가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고 당해 내정취소되
는 신규 졸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내정취소 신규 졸업자가 다른 취직자리를 확보
하도록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일선행정관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주지하였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장년(25~39세) 프리터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트라이얼 고
용중인 프리터나 유기실습형 훈련중인 프리터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경우 100만 엔, 대기업의 경우 50만 엔을 특별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칭「청
년층 등 정규고용화 특별장려금」
이라고 불리어진다. 특례로서 동 지원 내용은 취직내정이 취소된
신규 졸업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파견사용주가 파견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
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파견사용주에게 고용된 파견근로자 1인당 100만 엔(유기계약의 경우 50
만 엔)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8)

후생노동성은 기업이 어쩔수 없이 사업활동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 휴
업, 교육훈련 또는 출향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조정을 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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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성금’
을 지급하고 있다. 동 조성금을 신청/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첫째, 대기업에
대한 조성금을 종래 임금의 1/2에서 2/3로, 중소기업은 2/3에서 4/5로 확충하였다. 둘째, 사업활동
의 축소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종래 생산량만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매출액도 포함하여 조성금 신
청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셋째, 휴업 등의 요건을 종래는‘소정 노동시간의 1/15 이상(대기업),
1/20 이상(중소기업)’
으로 두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요건을 철폐하였다. 넷째, 조성금 지급한도
일수도 종래 최초 1년간 100일까지였던 것을 200일까지, 그리고 총 3년간 150일까지였던 것을
300일까지 연장하였다. 다섯째, 조성금제도를 이용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조성금을 이
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유예기간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여섯째, 종업원 전원이 일제히 1시간 이상
휴업한 경우에만 조성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뿐만 아니라 종업원별로 휴업한 경우도 조
성금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일곱째, 조성금 대상 근로자를 종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으나, 이번에는 피보험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즉 전원으로, 그리고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상 근로자를 확대하였다.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민간기업 등이 지역특산품의 개발, 판로개척사업 등으로 고용창출(원칙 1년 계약)을 하는 경우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당해 지방공공단체에게 교부금
을 주는「고향고용재생특별교부금(가칭)」
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나 실버인재센터 등이 직장을 잃은 비정규직이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진
대책, 산림 정비 등의 환경∙지역진흥 등으로 일시적인 고용∙취업기회(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를
창출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당해 지방공공단체나 실버인재센터 등에 지원을 하는데, 일명「긴급고
용창출사업(가칭)」
이라고 한다.

7)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9/01/h0119-2.html
8)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8/12/h12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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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생활지원9)

후생노동성은「이직자 주거지원급부금(가칭)」
을 창설하여,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파견근로자나
유기계약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제하는 등 고용관계를 끊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거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주에게 지원하는 조성금
이다. 이것은 2008년 12월 9일부터 적용되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취직원조계획
을 작성,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소장에게 제출하고 인정을 받을 것, 그리고 고용계약 관계가 끊기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비보험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다. 지원금은 해
당 근로자 1인당 매월 4~6만 엔,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주요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파견계약을 중도 해지당한 파견근로자 중 사택
이나 독신 기숙사에서 어쩔 수 없이 퇴거하여 거주를 상실한 근로자에게 주택확보를 위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가의 고용촉진주택의 입주를 알선하거나 기숙사가 완비된 구인정보, 직업상담
및 직업소개를 실시하였다.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급부제도의 설치 및 확충10)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가 경제적인 불안을 품지 않고, 적극적으
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1월 4월부터「훈련기간 중 생활보장급부제도」
를 창설∙실
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을 잃은 파견근로자에게도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2009년 1월 15일
취하였다. 이번에는 동 제도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이용 완화조치를 취하였는데, 여기에서
는 동 제도의 전반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훈련기간 중 생활보장급부제도」
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잡카드 제도 중 위탁형 훈련수강
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해지∙해고 등으로 이직한 자로서 공공직업훈련 수강자, 또는‘징검다리
훈련’
(실질적인 직업훈련 수강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 수강자 중 어느 하나에

9)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8/12/dl/h1212-4d.pdf
10)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9/02/h022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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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자이다.
동 제도 수혜 대상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소득이 연간 200만 엔 이하이어야 하
고, 대출액은 46,200엔, 100,000엔, 그리고 120,000엔 세 종류가 있는데, 이자율은 모두 3%이다.
46,200엔은 잡카드 제도 중 위탁형 훈련수강자에게 해당되고, 120,000엔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한해서 대출된다.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대출금 반환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즉 소득이 연간
200만 엔 이하인 주된 생계비 조달자이고, 훈련을 적절히 수료(출석률 80% 이상)할 뿐만 아니라
훈련 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반환 면제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반환면제액
대출액

46,200엔

100,000엔

120,000엔

구직활동중인 경우

36,960엔

80,000엔

100,000엔

취직한 경우

46,200엔

100,000엔

120,000엔

2009년 2월 23일부터는 상기의 대출을 받은 자가 훈련기간 중 200만 엔까지의 수입을 얻는 아
르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원래는 훈련기간 중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금지시켰다. 이를 통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는 자가 훈련기간 중 일정의 생활 기
반을 다질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제동 활용자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 맺음말
2009년 2월 27일, 일본의 2009년 예산안(88조 5,480억 엔)이 중의원을 통과하여 새로운 회계연
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또한 2조 엔의 정액급부금이 포함된 2008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도 다음주에 중의원을 통과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로써 상기한 긴급종합대책 및 고
용대책에 쓰일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긴급종합대책과 고용대책이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 정
도 기여를 할지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한 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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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9년 2월 27일 후생노동성은 1월 유효구인배율이 0.67배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작년
12월보다 0.06 포인트가 낮아져 2003년 9월 이래 최악의 구인배율을 기록하였다.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기획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경기회복이나 고용회복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 또한, 이런 대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경제
체질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은 일본의 긴급종합대책과 고용대책에서 조
금이나마 시사를 얻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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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협약(
제도의 발전과정,
추진방식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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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⑥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중국의 단체협약(

)제도는 1994년‘노동법(

)’제정 이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오

다가, 199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중국은‘사회주의 시장경제’
를 채택한 후 단체협약제
도를 구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시장경제체제에 걸맞은 노사관계 조정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기본적인 법률의 틀이 확립되고 단체교섭
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중국 노사관계 조정시스템의 중요
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
)’
,‘중국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월 23일‘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및‘사용자단체(

)’등 노사정 3자는 현재의 경제위기

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사관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면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지도의견(
)’
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이‘지도의견’
은 단체교섭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체협
약제도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단체
협약제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계획경제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시
장경제체제 국가와 완전히 다른 도입 및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
국 단체협약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입법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임금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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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법령상의 문제점, 추진 방식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950년대 단체협약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신(新)중국 성립 초기 노사간의 모순은 여전히 심각했다. 따라서 인민정부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영기업(私營企業)에 단체협약제도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해방운동 과정에
서 노동자 계급에게 공장을 점검당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두말없이 수용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국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인민정
부 노동부와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총공회)은 민주적이고 대등한 교섭방법을 마련하였다.
1949년 9월 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 통과된‘공동강령(
win 원칙(

)’
은“사영기업에서‘노사 win-

)’
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

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단체협약제도에 대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최초로 탄생하였
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1949년 11월 총공회는 전국
노동조합 사업회의가 제정한‘사영공상기업 노사쌍방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임시방법(
)’
,‘노사관계 임시처리방법(
)’및‘노동쟁의 해결절차 임시규정(

)’등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3건의 문건을 심사, 비준하였다. 1950년 전후해서 많은 기업에서 노사 쌍방이 대등
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단체협약 체결은 사영기업에만
국한되었다. 노동부는 1950년 4월 29일‘사영기업 노사협상회의 설립에 관한 지시(
)’
를 반포하여 채용, 해고, 근로시간, 임금 및 복지처우 등에 관한 사항
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1950년 6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제정한‘노동조합법
(

)’
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신중국 성립 이후 단체협약제도에

관한 최초의 법률규정이 마련되었다.
중국경제는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계획경제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
단체협약제도는 국영기업(

)1)에서 급속하게 발전했다. 1953년 중앙인민정부 방직공업부

와 방직 노동조합 전국위원회가 국영기업 단체협약제도 실행에 관한 법규성 문건인‘국영공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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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협약 체결에 관한 연합지시(

)’
를 반포하면서, 국영기

업에서 단체협약제도가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그러나 1956년 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면서 노사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제도도 중지되었다.

■ 1950년대 단체협약제도에 대한 평가
1950년대 중국 단체협약제도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 및 노동조직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
였다. 1950년대 단체협약제도는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소유제별로 단체협
약제도가 진행되었다. 즉 사영기업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후 국영기업에 보급되었다. 둘째, 기업
별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업종별 단체협약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셋째, 단체협약제도가 사영기
업에서 노사 당사자간 힘의 균형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넷째, 국영기업의 단체협약은 계획경제체제의 색채가 농후했다. 즉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국가계
획을 완수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주된 목적이었고,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부수
적 내용이었다. 다섯째, 단체협약제도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을 법률 형식이 아닌 행정규장 형식으
로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 단체협약제도의 입법화 과정
중국의 현 단체협약제도의 직접적인 배경은‘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1980~90년대 중국 단체협약제도의 추진 과정은 경제체제 개혁의 진행 과정과 함께 한다.

1) 국영기업은 전민 소유제 기업 및 국유기업으로 불린다. 1980년대까지 주로 국영기업, 전민 소유제 기
업이라고 불렀고, 그 소유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전민 소유제라는 명칭이, 관리 방식에 더 강조점을 둘
때는 국영기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명칭이 국유기업으로 대체된 것은 1992년의‘전
민소유제 공업기업 경영구조 전환조례(

)’
가 반포되어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현대 기업제도 건립 방침이 명확해진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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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중국의 일부 국유기업(
과정 중에‘공동보호계약(

)에서는‘도급경영책임제(

)’실시

)2)’
이라는 단체협약과 비슷한 성질의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

다. 공동보호계약은 단체협약과는 체결 당사자,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만, 이를 단체협약제도 부활의 전 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중∙후반기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부 법률법규 중에 단체협약의
실시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그 대표적인 법률∙법규로는 1988년 6월 국무원
이 제정한‘중화인민공화국 사영기업 임시조례(
월 노동부가 제정한‘사영기업 노동관리 임시조례(

)’
와 1989년 12
)’등이 있다.

1990년 초 시장화로의 보폭이 빨라지면서 노사관계 영역에서 새로운 모순과 갈등이 출현하였
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단체협약제도에 관한 입법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1992년‘노동조
합법’및 1994년‘노동법’
의 제정은 단체협약제도 정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노동조합법’
은 노동조합의 권리 측면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노동법’
은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절차, 법률 효력 및 관련 분쟁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노동부는‘단체협약규정(

)’
을 제정하여 단체협약제도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 임금단체협약제도의 시행(試行)
단체협약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노동과 사회보장부(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2) 공동보호계약은 단체협약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계약의 주체가 다르다. 단체협약의 당사
자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지만, 공동보호계약은 당 조직까지 포함한다. 둘째, 계약의 취지가 다르다.
단체협약의 핵심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지만, 공동보
호계약의 취지는 생산임무와 사업임무 완수를 보증하는 데 있고, 이 기초 위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한다. 셋째,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 공동보호계약 당(黨), 정(政), 노(�) 각 방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
지만,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단체협약은 기업의 경영실적
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동보호계약은 기업의 경영실적이 근로자 자
신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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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임금단체교섭 시행방법(

)’
을 제정하였다. 시장화 이래 중국

노사관계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국가에서 기업으로 옮아갔다
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인정한다면,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이 대등한 지위에 서서 임금에 관
한 사항을 사용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사간 교섭력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임금단체교섭 시행방법’
이 제정되었다.
‘임금단체교섭 시행방법’
은 임금단체교섭의 기본원칙, 내용, 교섭대표, 절차, 협약심사 및 효력
등 총 6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임금단체교섭 시행방법’
이 공포된 후 임금단체교섭은 급속하
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기업은 국유기업,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 소유제별로
다른 임금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유기업은 정
부 통제를 위주로 시장 시스템을 보조로 하는 임금결정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어 임금총액의 거시
적 통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는 임금교섭은 본래적인 기능을 발휘하
기 어렵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분배방식의 조정에 국한될 뿐이다. 반면, 사영기업의 경우
자주적인 임금결정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 과잉은 노사간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시켜,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 투자규모가 크
고, 관리가 규범화되어 있으며, 본사 소재국에 교섭의 전통이 있는 외자기업에서는 임금단체교섭
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투자규모가 작고, 관리가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외자기업에서
는 사용자 일방이 노사관계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간 교섭시스템
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제도에 관한 법령상의 문제점
단체협약제도가 점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법령도 완비되어 갔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단체협약규정’
과‘임금단체교섭 시행방법’
을 잇달아 반포하였고, 2004년 단체협약제도의 내용
과 실시방법 등을 한층 더 보완하여 개정된‘단체협약규정’
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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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체협약제도가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법령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단체협약제도에 관한 법률이 분산되어 있고, 선언적 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없으며, 법률간 해석상
의 차이가 존재한다.‘노동법’
,‘노동계약법’및‘노동조합법’
은 모두 단체협약제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문의 수가 별로 많지 않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많다. 또한, 단
체협약의 체결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에 대해서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한다.‘노동법’제33
조와‘노동계약법’제51조는“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둘째, 단체협약제도에 관한 주요 법령으로는 노동과 사회보장부가 2004년 제정한‘단
체협약규정’
과 2000년에 제정한‘임금단체교섭 시행방법’
이 있다. 그러나 두 법령 모두 부서 및
위원회의 규장(規章)으로 하위 규범에 속하며, 그 효력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보다 낮다. 따
라서 실행 과정에서 집법 수단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셋째, 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단체협약규정’
은 기업
이 단체교섭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
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교섭 및 체결 거부에 대
한 처벌규정도 없다.

■ 중국 단체협약제도의 추진방식 및 문제점
통계 수치를 보면 중국의 단체협약제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
다. 1995년‘노동법’시행 이후 시범적으로 시작된 단체협약제도는 199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되었다. 시행 첫 해인 1997년 체결된 단체협약 수는 13만 1,000건, 적용대상자 수는 4,498만 명에
서 2007년 각각 97만 5천 건, 1억 2,823만 7,000명으로 10년간 단체협약 체결 수는 7배 이상, 적용

3) 200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109만 1,000건으로 적용사업장 수는 183만 4,000개,
적용대상 근로자 수는 1억 4,000명이다(http://szb.labournews.com.cn/zgldbzb/20090207/index.htm 검
색일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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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는 약 3배 증가하였다.3)
산업화 시장경제체제 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의 단체협약제도의 건립과 추진방식은 여러 가지 면
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입법이 선행된 후, 위로부터 아래로 추진되었
다.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단체협약제도는 노사간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계급 모순을 시
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지만,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부가 입법
형식으로 단체협약제도를 먼저 도입하였고, 1995년‘노동법’시행 이후 위로부터 아래로 추진하
였다. 이러한 추진방식은 시장화 이행경로에 부합하고, 정책 집행이 효과적이며, 책임 목표가 명확
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지만, 지나치게 형식에만 집착했다는 점, 체결률에만 급급한 나머지 양적
으로만 성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또한,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단체협약을 대강대
강 체결하다 보니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 거의 없고, 법률∙법규의 조
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 시장경제체제 국가와 달리 정부 노동행정 부문이 처
음부터 단체협약제도의 추진 과정에 개입하였다. 즉 단체협약제도가 도입된 후 노동행정 부문이
단체협약 시범사업 추진에 앞장섰고, 단체협약 표준안을 노사 쌍방에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위로부터 아래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행 초기
노동행정 부문이 단체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경제지표상의 수치만을 중시한 채,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는 도외시했다. 따라서 노사간 갈
등과 모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단체협약제도의 본래적 기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없
었다. 셋째,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대다수 노동조합 간부들은 경제학, 법학, 심리학 및 협상기술 등
폭넓은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들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
체협약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노동행정 부문 및 상급 노동조합이 선전과 교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제도가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전문지식과 이론의
부재는 단체협약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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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시장경제체제 국가와 달리 서로 다른 역사적 발
전 및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중국의 단체협약제도가 경제체제 개혁 과정에서 점
진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중국의 노사관계 영역에서 많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의 기업이 임금삭감 및 대량
의 감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상 시스템의 본래적 기능은 심각한 도전을 맞을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정부가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단체협약제
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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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고용문제와
2009년 고용정책 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⑦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인도는 지난 20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향후에도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
는 1990년대부터 소폭이지만 고용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실업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년 새롭게 편입되는 1,2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인구를 노동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창출이 비공식 부문에 치우쳐 있어‘고용의 질적’향상이 어려운 과
제로 남아 있다.
인도 정부는‘제11차 경제개발계획(2007~2012)’
에서 5,8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
으며,1) 고용정책을 경제개발계획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ILO는 2008년 인도 고
용문제에 관한 조사를 기초로 인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구직자의 생산성과 고용에서의 선택가
능성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용창출을 위해 법률
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2008년 하반
기에 발표된‘인도 고용정책 초안’
을 바탕으로 현재 인도의 고용문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인도

1) Papola, T. S.(2008), Employment Challenge and Strategies in India-An Assessment in the

Framework of ILO’s Global Employment Agenda, New-Delhi, ILO. http://www.ilo.org/
public/english/region/asro/newdelhi/download/publ/working_paper/emp_papola_sd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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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2)

■ 인도 고용정책의 문제점
첫째, 2008년 인도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70%의 노동가능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농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둘째, 임금과 근로환경 측면에서‘괜찮은 일자리’
로 여겨지는 조직화된 부문 종사자는 전체 노
동 인구의 10% 미만이다. 더욱이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부문에서의 고용 성장률은 증가하
지 않고 있다. 반면 취업자의 90% 이상이 임금은 적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비조직화 부문에 종사하
고 있다. 최근의 일자리 창출 역시 이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3) 이 부문 종사자는 청
년, 여성, 대졸자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현재 인도의 노동계 상황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다수가 최저생계비를 받기 힘든 상황으로,
‘일하지만 빈곤한’상태를 유지되고 있다. ILO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인도에는 1억 명
가량이‘일을 하지만 빈곤한’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2000년 이후에 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4) 인도는 기술적∙제도적∙법률적으로 발전된 측면은 있지만, 고용
의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고용시장에
서 불평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2008), National Employment Policy-fist draft, New-Delhi,
Gov. of India. http://dget.nic.in/publications/FirstDraftNEP.pdf
3) Papola(2008)는 2009년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조직화 부문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Papola, T. S. (2008), Employment Challenge and Strategies in India-An Assessment in the
Framework of ILO’
s Global Employment Agenda, New-Delhi, ILO, pp.7~8.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and ILO (2008), Internal working draft-work in process Towards and employment
Strategy for India, New-Delhi, ILO, pp.34~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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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전제로, 인도 정부 고용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
회적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인도 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
항들에 중점을 두고 고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① 조직화된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② 일자리의 질(생산성 향상,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 보장, 사회적 보호) 향상.
③ 지역적 평준화와 환경을 보전하며 발전.
④ 사회적 편견으로 잠재된 여성 노동력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활동 지지 및 활동 가능한 환경
조성. 이들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유도한다.
⑤ 대다수가 고용된 비조직화 부문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질적 향상.
⑥ 고용형태에서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5) 이들이 주류를 이루는 소매업이나 가내공업 종
사자의 구조적인 빈곤 현실인지. 고용정책의 방향이 이들의 수입을 증대시켜 생계뿐 아니라
생산적인 고용활동이 되도록 유도.
⑦ 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기술적 지원으로 생계 유지뿐 아니라 생산적인 고용을 창출하
고 이 활동이 지역 개발과 연계되도록 한다.
⑧ 고용정책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6) 모든 측
면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과 정책 시행에 주요 역할
담당.

5)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4~2005년까지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비율은 60% 선을 유지하고 있다.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and ILO (2008), Internal working draft-work in process Towards
and employment Strategy for India, New-Delhi, ILO :pp.26~28 참조.
6) 인도 국가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인도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
력이 부족한 역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financialexpress.com/
news/new-employment-policy-to-beat-jobless-growth/32117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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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의 방향

1980년대 이후부터 인도의 고용 성장률은 소폭 증가하였고, 이러한 고용창출은 급속히 성장하
는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발생했다. 인도 정부는 높은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의 성장에
우선권을 두고 고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가 우선권을 두는 집중 성장 산업은 농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관광업, 정보통신산업이다.

농업
농업부문에서 3~4%의 생산적인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다. 현재 농민의 다수가 소작이나 소규모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생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
해 농업 분야 생산의 다양화와 농업 이외의 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농민과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시켜 이들의 권익향상과 마케팅 가격 등에서 교섭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향상에 힘쓴다.7)

제조업
제조업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분야이며, 최근 제조업의 성장률
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약 3.3%의 고용창출이 있었다. 그러나
보석 가공업과 방직업을 제외한 노동집약적인 제조 분야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인도 제조업체는 비조직화된 업체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업
체들은 임금이 낮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근로자들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정책은 조직화된 업체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비조직화된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

7) 1990년 이후 인도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and ILO (2008), Internal working draft-work in process Towards and employment
Strategy for India, New-Delhi, IL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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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경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한다.
- 섬유, 가죽 가공업, 요식업, 목재 가공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수출을 비롯한 정책적인 지
원과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규모 작업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용대출 및 마케
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술 지
원과 취업자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 낙후지역의 지역 현실에 맞는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건설업
건설 분야는 높은 고용 성장률과 함께 고용 탄력성(employment elasticity)을 보이는 분야이나, 고
용의 질적인 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최저임금, 안전 및 복지 등의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상기의 목적 달
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청부업자를 통한 채용 시스템(contractor system)을 대체할 취업정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야 한다.
- 건설업의 기술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취업자를 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매업
소매업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분야이나 고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분야
이다. 행상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
에서 FDI의 영향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최근 급속히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이 분야는 사회기반 산업 부족과 종사자들의 자
질이 부족이 이 분야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제11차 경제개발계획’
에서는 주
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묶어 관광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 종사자들을 다양한 레
벨로 나누어 교육시키는 등 이 분야 종사자의 자질 함양을 충족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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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수출산업 분야로 최근 몇 년간 이 부문에서 급속한 고용 성장
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수출의 경우 매년 12~15%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에서는
2000~2008년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15년에는 약 328만
명이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8) 인도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이 분야의 성장과 고용 양상을 분석 중이다.

인도 정부의 고용시장정책은 채용과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 공정성, 평등을 추구하며, 직접 고
용창출뿐 아니라 정보 제공, 직업훈련 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한 고용 활성화를 추구한다.
현재 인도는 노동규제에서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전체 고용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조직화된
부문은‘극단적인 보호’
를 받는 반면, 다수를 차지하는 비조직화 부문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조직화 부문에 대한 법적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노동규제의
비효율성과 적용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법적∙행정적 혼란과 각 부문의 부조화∙파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규제 및 조절장치의 이원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력
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조항은 생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용자의 고용 의지에 악영향을 준다.9)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적 보호관련 법령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안을 마련
하여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 고용정책
고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고용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목적

8) Papola, T. S. (2008), Employment Challenge and Strategies in India-An Assessment in the Framework
of ILO’
s Global Employment Agenda, New-Delhi, ILO: pp.12~13.
9) 인도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에 따르면, 고용에서 사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도 노동시장
정책들이 사용자의 고용 의지를 저해한다. Planning Commission(2006), Towards Faster and More
Inclusive Growth: An Approach to the 11th Five Year Plan. New Delhi, Government of Ind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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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실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빈곤층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고,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고용 프로그램은 고용 격차 해소와 참여
자의 수입을 보조해 준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용보장제도(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는 정부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각 지역에서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치단체의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과 회계 및 지불 과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고용센터(Employment Exchange)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정부 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직자는 3,997만 명이었
고, 이들 중 26만 명이 고용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10) 현재까지 정부 고용센터는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한정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이 기관이 고용시장에서 보
다 자세한 정보를 구직자와 사용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관이 소극적
인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배포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방대한 정보를 토대
로 미래 고용시장의 요구를 예측해 구직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술향상 프로그램
현재 인도 전체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구직자 및 취업자의
기술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노
동고용부는 기술향상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을 현재 GDP의 2%에서 5%로 증가시켜 줄 것을 요
청했다.11) 또한 훈련생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기술 지도, 자격증 제도 등 미
래 지향적인 기술훈련을 하도록 한다.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매년 노동시장의 수효와 성장
산업을 파악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인도는 15~29세 청년층의 10%만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직업훈련기관에 등록되어 교육

10) http://labour.nic,in/main/labournews.htm
11)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new-employment-policy-to-beat-joblessgrowth/32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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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정부 직업교육기관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 부문과 기타 비영리 NGO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 많은 구직자와 취업자에게 직업교육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정 부족민 및 지정 카스트를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식 기술교육을 장려하
기 위해 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및 생계보조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이에 덧붙여 다수의 구직자
들이 정규 초등교육 5년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므로 성인의 글쓰기와 읽기 능력의 향상에도 힘쓰도
록 한다.12)

인도 고용성장률은 부문별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고용에 대한 거시정책에서의 주요 성장 계획
모델은 발전 가능성과 고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방법을 택한다. 분야별 집중 접근방법
은 고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되 이 분야에서 직접 고용뿐 아니라 기술개발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무역정책에서도‘고용’측면을 고려한다. 또한 수출장려금
및 세금 감면 등이 고용과 직접 연결되도록 하며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세금, 수출입에서의 세
금 구조를 개정하고 고용창출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농지와 농촌 노동력의 기술적인 향상을 위해 수자원 개발에 힘쓴다.
- 세금 혜택, 면제와 신용거래 확대 등의 세금 및 금융정책을 조정하여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각
종 인센티브제도가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공공투자대상 1순위를 대규모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상하수도, 교통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둔다.
-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쉽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위한 금융할당
제나 지원자금을 따로 마련한다.
- 각종 투자 승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주요 평가 항목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요소를 삽입한다.
특별경제구역(SEZ) 허가에 고용창출 관련 사항을 추가로 삽입한다.

12) 2006년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도 국민의 39%가 문맹이며, 23%는 초등교육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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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적절한 평가가 없어 경제활동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인도 여성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 고용기회와 임금, 안정성이 낮으며,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지지 조직도 약하다. 현재 취업 여성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분야와 비조직화 부문으로 고
용이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 고용정책의 방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홍보하고, 농업 등의 생산
성이 낮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적인 보호와 최저임금이 보장되
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정보 유통을 활발히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여
성 고용을 증대시키고, 비조직화된 부문에서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 근로자
모임을 조직하여 단체행동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여성 할당
제를 통해 여성 고용을 보장한다. 현재 진행 중인 NREGS는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 고용자치 지원 그룹(The Self Help Groups)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가 낮은 것으
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참여자가 고용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노동의 근절을 위해 빈곤층 가정의 최저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 가정 성인의 최저임
금 보장과 최저생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취학 전 아동의 예방접종을 비롯한 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13)과 빈곤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급식(Mid-Day Meal) 등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산간 낙후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채무로 인한 노동력 구속과 지역 및 해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 맺음말
인도 정부의 고용정책은 정부 각 부처와 각 주의 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13) http://wcd.nic.in/ic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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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용정책은 성장전략, 거시경제, 각 산업정책, 제도적 장치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경제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업 각 분야의 성장이 고용 친화적으로 나
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합
한 권한도 주어져야 효과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 초안 발표 후 일각에서는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인도 고용
정책 시행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고용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다수가 고용되어 있는 비조
직화된 부문에 대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 동안 노동시장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었
던 점을 인정하고 수정할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번 고용정책의 초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
겠다.

102_

2009년 3월호 <<

2009년 3월호 pp.103~120
ⓒ 한국노동연구원

World Labor News

미국
미국 : 실업보험제도 수정 촉구
실업보험제도는 실직자들이 일터로 빠른 시간 내

변화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또한

문제가 있다. 또한 미 주정부는 실업보험 혜택 조

실업보험제도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서

건으로 실직 전 직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

경제가 위기일 때 가정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는

시간 및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로서 실업급여 지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

급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많은 시간제 근로자 및

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짧고 지급액도 낮다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수정이

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가사일 등으로

촉구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 경제의 하락은 실

실제로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업보험제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미국 실업보험제도는 종종 유럽의 선진 국가의

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와 비교된다. 실제로 일자리가 없는 미국의 구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실업급여의 지급 혜택을 확

직자들은 유럽의 구직자들보다 일자리를 보다 더

대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정치적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

논쟁으로 인하여 실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국의 실업보험은 유럽 국가의 제도에 비하여 관대

이다. 지난 12월 말경에는 58만 6,000명의 근로자

하지 않고 지급 범위도 넓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들이 현 실업보험에 대해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

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경제위기 시절에는

였다. 이 근로자들의 수는 21년간 최고에 달하는

이러한 제도가 많은 실직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

수치이다.

주고 있다.

실업보험의 혜택이 낮은 데에는 주정부가 기업

많은 사회안전망처럼 현재 미국의 실업보험제

주에게 부과하는 급여세로 실업보험금의 재원을

도는 과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마련하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미국 노동인력의

에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데, 이는 곧 경기가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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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두 번째 법안은 현행 무역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

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

보험 재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주정부들은 다른

그램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서비스 분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야 근로자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

을 빌려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

상원에서 정지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인 개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시애틀 주의 짐

시절이었을 때, 그는 이 두 법안을 모두 지지하였

맥더모트(Jim McDermott) 하원의원은 그가 제기

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는 이 법안의 현실화에 대

한 법안에서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실업

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급여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금 인센티브를 제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09년 1월 3일자,‘A safety

공하고, 보험 혜택이 보다 관대하도록 보험제도를

net in need of repair’

미국 : 오마바 대통령‘임금평등법’
에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일터에서의

23% 정도 임금을 덜 지급받고 있고, 소수민족 여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임금평

성은 미 남성보다 임금격차가 더욱 심한 실정이다.

등법은 임금차별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어렵게

임금평등법은‘릴리 레드베터(Lilly Ledbetter)’

만들었던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

라는 한 여성의 이름을 따서‘릴리 레드베터 평등

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 서명을 통해 근로자

임금법(the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이라고도

및 여성권리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불린다. 레드베터 씨는 앨라배마 주의 굿이어 타이

임금평등법에 대한 서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 회사에서 19년 동안 일한 후에야 일부 남성 동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기도 하다.

료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되었으

불구하고 공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는

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임금평등법 서명식에서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임금차별에 대한

“일터에서 그 누구도 이류 시민은 없다”
라고 힘주

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심원들은 그녀가 차별의 희

어 말하였다. 임금평등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캠페

생자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부시 정부의 대법원

인에서 특히 노조 및 여성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사

은 회사가 차별적 임금을 처음으로 지급한 날로부

안이었다. 평균적으로 미국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터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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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사용자들은 근로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구“고용평등추진위원회

들의 소송 증가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사용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기

자들이 여성 근로자 고용을 꺼려 할 뿐만 아니라

준에 임금평등에 관한 법안을 추가함으로써 1964

경제 회생 노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년에 제정된‘시민권리에 관한 법률(Civil Rights

표명하였다.

Act)’
을 수정하였다. 임금평등법은 성, 인종, 국적,

�출처 : 워싱턴 포스트, 2009년 1월 19일자,‘Obama

종교, 연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임금

signs pay equity law’

에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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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 : 독일 연방하원, 최저임금 관련법안 의결
2009년 1월 22일 독일 연방하원이 최저임금관

이에 따르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

련 법 안 인 강 행 근 로 조 건 법 (Arbeitnehmer-

(Hauptausschuss)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최저근

Entsendegesetz)과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

로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bedingungengesetz)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강행근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노사대표로 구

로조건법은, 사용자가 독일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성된 위원회(Fachausschuss)가 구체적인 임금 하

지 여부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50%

한을 정하게 된다. 노동∙사회부 장관의 제안을 받

이상인 특정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아 정부는 법규 명령을 통해 노사대표가 확정한

게 단체협약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데 토대가

최저임금을 공표할 수 있다. 7월 16일 시점에 이미

되는 법률이다. 최초 강행근로조건법은 건설업의

적용 중인 단체협약은 이 법률에 따라 확정된 최

70만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다가, 건물청소업과 우

저근로조건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편서비스업무로 확대되어 현재에는 180만 명 정

독일 내 최저임금제 네트워크는 점차적으로 확

도의 근로자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민당(SPD)의 프랑크-발터

개정에 의해 6개 산업분야가 추가됨으로써 총 9개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의원은

의 분야가 강행근로조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독일노총(DGB) 측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간당

번에 추가된 분야는, 요양산업분야(노인요양 및 가

7.50유로(한화 13,480원)의 최저임금 기준 보장을

정내 간병), 경비분야, 광산업 내 특수업무분야, 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연정 정부가 강행근로조

규모 세탁업무분야, 오물처리산업분야 그리고 사

건법의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제를 확대실시하

회법전 제 2∙3권에 따른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향

고자 하는 업종들의 최저임금 기준은 이미 정부

상훈련분야이다. 이로써 120만 명의 근로자가 추

측의 최저임금 기준을 부분적으로 상회하는 수준

가적으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약 20만 명의 근로

또한 연방하원이 최저근로조건법의 개정을 의

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결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없거나 협약적용률이

에는 협약당사자들이 8.02유로(한화 14,410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최저

최저임금에 합의하였으며, 약 18만 명의 근로자들

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종사하고 있는 경비안전서비스업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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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독 지역의

�출처 1. :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9년 1

경우 약 6유로(한화 10,780원)에서 그리고 바덴-

월 22일 자 보 도 , ‘ Mindestlohn-

뷔템베르크 지역의 경우 약 8.32유로(한화 14,950

Gesetze beschlossen,’http://www.

원)로 최저임금 기준이 결정되었다.

bmas.de/portal/30616/?

이번에 의결된 법률은 최종적으로 대연정정부

�출처 2.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연방상원의 동의

2009년 1월 22일자 보도,‘Bundestag

를 얻어야 한다. 독일연방사용자단체연합(BDA)은

beschlie�t mehr Mindestlöhne,’

연방상원에 이번 법률안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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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민주당이 요구

1E4A389A8DC6C23161FE44/Doc~E

한 바와는 달리, 근로자파견분야는 이번에 확대 적

E4EEB12F24334A1D90CDBA67681

용된 산업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에 독일

70BA5~ATpl~Ecommon~Scontent.ht

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을 통해 최저임금 기준의 도

ml?

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 청소년의 직업훈련활성화대책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돼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기술부, 연방∙노

련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의 수는 2007년

동사회부와 경제단체가 5년 전부터 공동으로 진행

보다 7,600여 명이 적은 6,000여 명 정도이며, 이

하고 있는 청소년의 직업훈련활성화대책

는 직업훈련을 신청한 전체 청소년의 0.9%에 해당

(Ausbildungspakt)의 2008년도 성과를 공개하였다.

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노동시장상황과는 달리 2008

2008년에 체결된 전체 직업훈련 계약건수는

년의 직업훈련시장상황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

2007년에 비해 9,600여 건이 줄어든 61만 6,300여

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을 신청했지만 9월 30

건을 기록하였다. 인구감소로 인해 졸업자의 수가

일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한 직업훈련

34,000여 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나쁘지 않

신청자의 수는 2007년의 29,100명에서 14,500명

은 수치이다. 직업훈련활성화대책이 시행되기 전

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 수치 또한 이후의

인 2003년과 비교하면, 2008년에는 10% 이상이

추가적인 직업훈련 알선을 통해 8,500여 명 가량

늘어난 59,000여 건의 직업훈련 계약이 체결된 셈

으로 감소되었다. 현재까지 작년 졸업자 중 직업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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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직업훈련활성화대책의 성과
이행이 약속되었던 사항

실천된 사항
�2008년 말까지 신규로 86,500여개의 신규 직업
훈련 일자리와 52,700여 개의 신규 직업훈련사
업이 늘어남

경제계는 연평균 60,000개의 신규 직업훈련 일자
신규 직업훈련 일자리 및 사업장

리 및 매년 30,000개의 직업훈련을 받은 사업을

�제조업 및 상업 : 44,300개의 일자리와 33,000개
의 사업
�수공업 : 35,900여 개의 일자리와 14,500여 개의

등록시키기로 함.

사업
�프리랜서 : 6,300여 개의 일자리와 5,200여 개의
사업
�2009년 1월까지 이들 청소년을 위해 37,650여

기업이 국가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아
9월 30일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전 단계로서
활용하는 제도

경제계는 매년 40,000여 개의 이와 같은 일자리
를 마련할 것으로 약속

청소년이 사업에 알선되었음. 이 수는 향후 몇 개
월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instiegsqualifizierung)
독일정부는 연방행정관청 내 직업훈련 일자리의
행정관청 내 직업훈련

비율을 전체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7% 규
모로 정하였음.

직업훈련촉진조치

9월 30일까지 직업훈련을 알선받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추후알선

개의 자리가 마련됨.
�이 제도를 통해 2009년 1월까지 16,300여 명의

2008년 연방행정관청 내 직업훈련 비율은 전체 고
용 비율의 7.6%에 이름.

연방노동사무소는 최소한 2006년과 비슷한 수준

2008년 연방노동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닌 직업훈련

에서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을 위해 공인된 기관을 통한 직업훈련으로 총

로 함.

39,800여건을 지원하였음.

9월 30일까지 직업훈련을 할 곳을 찾지 못한 청소

추후 직업훈련 알선에 응한 자의 대부분(92%)이 직

년 중 추후알선에 응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직업훈

업훈련을 받을 곳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에 의한 알

련 또는 적정한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하기로 함.

선을 받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

현재의 직업훈련활성화대책을 현재 수준으로 계

고, 직업훈련시장은 현재의 노동시장과 다르게

속 시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학교 내에서 직

2009년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업을 지향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민자 또는 그 자

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장래의 전문인력의 확보

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갈 예정이다.

차원에서 직업훈련에 대해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출처 1. : 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 2009년 2월 2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 수의

보도,‘Über 86.000neue Lehrstellen,’

감소도 직업훈련시장에 부담을 감소시켜 줄 전망

http://www.bundesregierung.de/nn_

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 3개 부처와 경제단체들은,

1272/Content/DE/Artikel/2009/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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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2-ausbildungsmarkt-bleibt-

der Partner des Ausbildungspaktes,’

robu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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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 :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지, 2009년 2월 2

ator/31002/2009__02__02__ausbildung

일자 언론보도,‘Gemeinsame Erklärung

spakt.html?

독일 : 경제위기로 인한 파견근로업종의 고용 감소
독일 파견근로업연합회(BZA) 산하 경제연구소

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

에서 새롭게 발표한 파견근로지수 결과에 의하면,

로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서

경제위기의 여파가 파견근로업종에 심각한 영향

비스산업의 핵심 지역인 라인-마인 지역의 경우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파

-4%, 함부르크의 경우 -5.8%, 그리고 베를린의

견근로업종의 고용자수는 전월(11월) 대비 약

경우 -6.5%로 수요가 감소하여 그리 낙관적이지

10%가 감소한 65만 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지난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업연합회 측에서

해 7월 파견근로업의 고용자수가 80만 명으로 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

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약 15만 명이나 감소한 것

하면,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2009년도 상반기에

이다.

고용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1/7만이 새롭

파견근로업연합회의 루트거 힌젠(Ludger

게 고용창출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

Hinsen) 이사장은 파견근로업의 고용 감소는 악화

우 2009년도 상반기 파견근로업의 고용 감소는 약

된 경제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나

-8.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은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가장 열악했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9년

던 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감소가 더욱더

2월 6일,‘150.000 Beschäftigte weniger :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Wirtschaftskrise erwischt die Zeitarbeits

업종 중 파견근로업의 전체 고용률 비중이 3%에

branche,’http://www.faz.net/s/Rub

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파견

58241E4DF1B149538ABC24D0E82A62

근로업의 고용 감소 경향은 특히 슈트트가르트나

66/Doc~ED8D36EDF0CB945BAAEC2C

하일브론과 같이 산업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0C5175F9288~ATpl~Ecommon~Sconte

거의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t.html

힌젠 이사장은 파견근로업의 고용 감소를 줄이

>>

_109

영국 : 도요타의 비용절감 계획이 영국의 일자리를 위협
도요타는 최근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부진해짐

게 되었고, 이번 주에 미국의 제너럴모터스를 인수

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

한 도요타는 판매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있는 약 1천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을 계획중인 것

가 되었지만, 3월 말까지 1년 동안 약 12억 파운드

으로 보고되고 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한화 약 2조 3,64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는 이 달 말 정도에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만일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1950년도 이래

것이며, 이 여파로 더비셔 지역에 있는 메인 공장에

처음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대량해고하는 일이 될

서 일하는 수백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

것이다. 국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엔의 가

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요타는 현재 더비셔 지역에

치가 달러 대비하여 오르면서 도요타와 다른 자동

약 4,000명, 플린트셔 지역에 약 600명을 고용하고

차 회사들은 해고를 하거나 공장을 문 닫고 있다.

있다. 하지만, 영국 도요타 내부 대변인은 아직은

더비셔에 있는 공장의 경우 2월과 3월에 각각 1주

어떠한 고용 감축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

간 공장을 닫게 될 것이며, 4월에는 2주 동안 닫게

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도요타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될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회사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유지시키려는 것이 회

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발

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한 언론의 보도

적 퇴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도요타는 인력감축 대신에 추가근무나 교대

자동차 판매는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약 50%가

근무 등의 변화 혹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의 노

줄었으며,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생산량이 약 60%

력으로 현 상황을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가 줄었다고 자동차제조업연합회는 보고하고 있

동경에서 도요타 대변인은 해고에 관한 기사의

다. 이번 달에 이미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닛산은

사실 확인을 거절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직 아무 것

선더랜드 지역 공장에서 1,200명의 일자리를 줄일

도 결정된 것이 없고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코멘트

것을 발표한 바가 있다.

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현재 미국과 영국에

�출처 : 가디언지, 2009년 1월 23일자,‘Toyota

서 자동차 판매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

cost-cutting plans threaten British jobs,’

실이며, 도요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9

고 말하였다. 이 해고에 관한 기사는 도요타가 약

/jan/23/toyota-redundancies

7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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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대졸자 일자리 5% 감소 예상
대졸자 구인연합(Association of Graduate

융업계의 악재와 건설업 등 다른 산업에 심각한 영

Recruiters)은 2009년 대졸자 일자리가 2003년 이

향을 미침으로 대졸자 일자리에도 큰 파장을 일으

래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 5.4% 감소할 것으로

켜 2008년에 예상한 일자리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

예측했다. 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일자

다고 밝혔다.

리를 28%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학계열

이 보고서는 전국 12개 주요 산업에 걸쳐 21,144

대졸자의 경우는 오히려 일자리가 8.3% 증가할 것

명의 대졸자를 고용하는 245개의 취업업체를 대상

이라고 밝혔다.

으로 실시된 조사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조사는

대졸자 구인연합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에

연구 마케팅 회사에서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

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신규직원채용 감

쳐 실시되고 2009년 1월 중순에 업데이트되었다.

원에 대해 최근 경제불황을 이유로 들었다. 2009

2008년 10월 브로드빈 테크놀리지(Broadbean

년 대졸자가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조사를 시작한

Technology)는 한 개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이래 처음으로 연봉이 동결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

2007년에 비해 두 배로 치열해졌음을 들어 이미

다고 밝혔다. 올해 중간(median) 시작연봉은 2008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년의 25,000파운드(한화 약 5,000만 원)로 그대로

�출처 : 퍼스넬투데이, 2009년 2월 11일자,

유지되었고, 은행과 금융서비스와 같은 업종에서
는 많으면 8%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졸자 구인연합의 칼 질리어드(Carl Gilleard)
대표는 지난 여름엔 약 11% 이상 일자리가 증가할

‘Graduate vacancies to fall 5% in 2009,’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
009/02/11/49348/graduate-vacanciesto-fall-5-in-2009.html

것이라고 낙관적인 예측을 했었으나, 곧 연이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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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인도 석유공사 파업, 정부 강경대응으로 종료
인도 정부는 석유 분야 공기업의 파업 3일 째인

불구하고 비행이 지연되었다. 인도 석유공사의 14

지난 9일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 관련자를 구속

개 공기업 중 하나인 IOC(Indian Oil Corporation)

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정상적인 석유 공급에 나섰

는 주요 석유 정유업체와 인도의 약 1/2에 해당하

다.“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시 체포하겠다”
는

는 약 3만 7,000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석유공사 직원들의 무기한

번 파업으로 인해 매일 Rs 30crore(한화 약 82억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7일‘석유산업 공기업노조(Oil Sector

인도 석유공사 파업에 대한 공권력 동원은 지난

Officers Association: OSOA)’
는 임금인상을 요구

8일 밤 물리 데오라(Shri Muril Deora) 에너지자원

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었다. OSOA는 13개 지

부(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장관이

방 정부가 운영하는 14개 공기업 5만 명의 직원으

만모한 싱(Manohan Singh) 인도 수상에게 OSOA

로 구성된 조합이다. 파업 이전에 OSOA는 정부가

와의 타협 실패에 대한 브리핑 이후 급속히 진행

제시한 임금인상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임금인상

된 것이다.

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의 요구에 정부

이번 파업으로 인도 석유공사 직원 70명이 구속

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시작한 것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석유공사 직원들은 개별

이다. 이들은 물가인상에 따른 수당(dearness

사업체별로 경영권에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요

allowance)의 50%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2005년 1

구하고 있다. 이들의 복직에 관한 질문에 에너지자

월부터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

원부 장관은“이는 경영권에서 나온 결정으로 에

로 알려졌다.

너지자원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고

7일부터 3일간 계속된 석유공사의 파업으로 인

입장을 밝혔다.

도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석유 공급이 중단

�출처 1. : Hindustan Times, 2009년 1월 9일자,

되어 인도 전체 2/3의 주유소가 휴업했으며, 전력

‘Govt cracks down on oil executives to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가스 및 석유 공급이 중단

resume fuel supply,’ http://www.

되어 항공, 항만 및 도로 교통이 타격을 입었다. 항

hindustantimes.com/StoryPage/Print.as

공업계도 일차적으로 석유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px?Id=d7693ac4-720a-4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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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38-4badebaa4c22

business-standard.com/india/

�출처 2. : Business Standard, 2009년 1월 11일자,

news/oil-sector-officers-demand-

‘Oil sector officers demand reinstatement

reinstatement-after-strike-

after strike ends,’ http://www.

ends/13/57/345829/

인도 : 걸프 지역 경기침체로 인도 취업 이민자 대규모 귀환 우려
걸프 지역에 있던 인도 취업 이민자들이 세계 경

여 이민을 온 인도인 전문가, 기술자, 미숙련 근로

기침체로 이 지역에 닥친 위기 때문에 귀국을 강요

자들이 해고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기업에

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도

파견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세일즈

역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및 마케팅 종사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걸프 지역은 석유 가격 하락과 건설업, 부동

인도 해외 취업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은 $270억

산, 관광산업 등의 부문에서 흔들리는 경제상황으

(한화 약 38조 원)에 달하며 이는 인도 GDP의 3%

로 인한 임금 삭감과 해고가 지속되고 있다. 아랍

에 해당된다. 이 중 40%가 중동 지역 근로자의 송

에미레이트(UAE) 주재 인도 대사관에 따르면 지

금액이다. 세계은행은 걸프 지역에 있는 남아시아

난 4개월간 2,000명 가량의 인도인이 본국으로 돌

근로자의 송금이 9%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아왔다. 양국 연결 항공노선 관계자도 걸프 지역에

다. 중동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인도는 해외 취

서 인도로 오는 항공편 예약 인원이 급증했다고

업 이민자의 본국 송금 감소와 이들의 국내 고용

전했다.

시장 유입이라는 이중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

인도 해외 취업 이민자는 500만 명에 달하며, 이

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인도 께

중 90%는 걸프 지역과 동남아시아에서 일하고 있

랄라 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께

다. 2008년 초까지 걸프 지역은 건설업이 호황을

랄라 주의 경우 이 지역에서 해외로 취업한 이민자

이루어 인도인에게 매력적인 곳이었다. 그 결과 인

(Malayalees)들의 송금이 께랄라 주의 건설업과 관

도인 취업 이주민은 2003년 46만 6,000명에서

광업, 교육 등의 자본으로 쓰여왔다.

2007년에는 80만 9,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랍에미레이트 주재 인도 대사관측은“현재까

2008년 이후로는 상황이 변했다. 현재 중동 지역

지는 인도 근로자들의 대규모 귀환을 뒷받침할 어

에서는 건설 계획 연기 및 중단이 발표되고 있다.

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고 전하며,“이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이 지역에 취업하

해외 이민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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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해고 우려에 대

�출처 1. : The Times of India, 2009년 2월 5일,

해서는 건설 계획의 50%는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

‘Recession jolts Gulf, Indians head

지 사업은 지연될 뿐임을 강조했다. 또한 아랍에미

home’http://timesofindia.indiatimes.

레이트의 경우 금융 구조가 건실하다는 점에서 낙

com/Rec ession_jolts_Gulf_Indians_

관적이며, 이는 다른 걸프 지역 국가들도 마찬가지

head_home/articleshow/4078328.cms

라고 전했다.

�출처 2. : Business Standard, 2009년 2월 10일,

한편 인도 외교통상부는 걸프 지역 국가들에 취

‘Govt to set up fund for Indians losing

업해 있던 이민자들의 대규모 귀환에 대한 우려가

jobs in Gulf countries,’http://www.

높아지자 이들을 위한 장기 사회보장기금 마련에

business-standard.com/india/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storypage.php?autono=348569

일본 : 내각부, 2008년 도산건수에 대한 동향분석
2008년 일본 기업의 도산건수는 전년보다

적으로 일본 정부는 경영환경변화자금의 대출, 신용

11.0% 증가한 15,646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증 확대 등 세이프티넷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는 연료가격 급등에 의해 운유업과 관련된 기업 도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

산이 증가한 것 이외에 서브프라임 론 문제 등의

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

영향을 받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의해 건설 및

경은 매출의 급속한 감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

부동산 관련 업종의 도산건수가 증가하였다.

럼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으며, 더욱이 중소기업용

2008년 9월 이후 자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자

대출 잔액이 전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등 자금조달이

산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하는 도산건수는 9월의

어려운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107건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세계적인

경제대책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후 기업도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매출 감소에 직면한 중소기

산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이 급증한 것이 도산건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또한 2008년 도산기업의 종업원수는 상장기업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 이후 제조업과 관

의 도산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24.6% 증가한 점

련된 기업의 도산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도

등을 고려하면, 도산 증가가 고용정세에 미치는 영

산건수의 증가는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향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부터 중소기업 등을 보호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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ＨＰ,「

」,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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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08年の
「
」

keizai3/ shihyo/2009/0126/911.html

, http://www5.cao.go.jp/

일본 : 제조업 분야 파견 및 청부근로자 약 40만 명이 실업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및 청부근로자 약 40

과를 미가입 기업에 적용할 경우 전국에 있는 제조

만 명이 올 3월까지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추계 결

업의 파견 및 청부근로자 약 100만 명 중 40만 명

과가 27일 발표되었다. 이 추계 결과는 제조파견사

이 실업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업과 구내청부사업 업체로 구성된 일본생산기능

작년 12월 19일 시점의 조사 결과에 의해 3월말까

노무협회와 일본제조아웃소싱협회에 의해 27일

지의 파견 및 청부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의 실업자

자민당의 근로자파견문제연구회에서 발표되었는

가 8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데, 두 단체에는 현재 120개사, 약 25만 명의 근로

이번 두 단체의 추계 결과와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자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두 단체는 2008년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

12월부터 2009년 1월 초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 근

오고 있다.

거하여‘고용중지’
와‘계약의 중도해제’
에 의해 3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09년 1월 28일자,「

월말까지 전체 근로자수의 40%를 차지하는 약 10

∙

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

４０

３

일본 : 고용안정∙창출을 향한 노사공동선언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일본경단련과 노동계

정은 사회안정의 기초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를 대표하는 렝고가 1월 15일‘고용안정∙창출을

이 심화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경기회복책과 함

향한 노사공동선언’
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간

께 고용안정∙창출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는 것

단히 소개한다.

이 우리나라의 긴급한 과제이다.

1.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동시불황

2. 일본 경단련과 렝고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

속에 고용실업 정세가 한층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고 지금이야말로 노사가 진실되게 마주 앉아 고용

국민에게 고용불안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

안정과 앞으로의 고용창출을 향한 정책을 전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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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에 관

로서 전국 전자행정기반의 정비, 고도 IT인재 육

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협의나 연

성 거점대학의 확충, 전기자동차의 개발촉진과 인

구 등을 해 나갈 것이다.

프라 정비,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대폭 확대와‘혁

3. 정부는 긴급대책으로서 고용조정조성금의 요

신적 기술전략’
의 가속적인 추진이다. 셋째, 국민

건완화 등 기업의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실업자의

생활의 안심 확보를 위한 기반정비로서 고령자를

고용∙주택확보 대책, 고용보험 적용확대∙급부개

위한 다양한 재택∙개호설비의 정비, 보육소 등

선, 직업훈련 발본확충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고

자녀양육 지원서비스의 확충, 개호∙보육분야의

용안정망 정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새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복직지원, 자격취득지

로운 고용창출도 불가결하다. 특히, 의료/개호/보

원, 보육종사자 확충을 위한 자격요건 등의 완화

육 등의 분야에서 인력의 조기배치, 환경/농업/교

이다.

육분야에서 고용창출, 사회자본의 복원∙정비 등

이상이 노사공동선언의 내용인데 고용안정의 중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용창출대책을 공적

요성을 서로 확인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대정부 제

자원지출도 확대하면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언을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제언이 어느 정도 정

4.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큰 경제위기를 노사

부의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의 노력으로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 장기고용시스

같은 날 춘투 노사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물가인

템이 인재육성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기

상에 버금가는 1% 중반의 임금인상, 내수확대로

업∙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지탱해 왔다는 것을 재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

인식하여, 노사는 고용의 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해

장하는 렝고에 대해 일본 경단련은 경제위기 하에

최대한 노력한다.

기업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노사가 정부의 고용창출로 제기한 분야를 좀 더

곤란한 기업이 많다고 대응하였다. 임금인상에 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쟁력 강화에 연결되는

한 노사의 의견 격차가 큰 가운데 앞으로 전개될

인프라의 정비로서 항만, 공항, 도로 등의 물류, 교

춘투가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통 네트워크의 정비, 공공시설의 지진대책/환경친

�출처 : 렝고 홈페이지, http://www.jtuc-rengo.

화적 대책, 농지기반 정비 및 법인 경영체의 진출

or.jp/news/rengonews/data/20090115_se

과 신규 취업농가의 촉진, 산림육성을 위한 고용

ngen.pdf

지원이다. 둘째, 연구개발∙정보통신기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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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전기연합 비정규직 지원
전기/전자/정보분야의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기

보관련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

연합(電機�合, 조합원수 약 61만 명)은 1월 29일

하여 2008년 12월 11일 긴급고용대책본부를 설치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산업의 비정규직 고용

하였고, 동월 18일에는 전기업계의 대표적인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 1억 엔(한화 약 15억

자단체인 전경련(電經�)에 대해 비정규직, 그리고

3,36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채용내정자를 포함하여 전기산업 전 근로자의 고

전기연합은 조합원 1인당 200엔(한화 약 3,060

용유지와 안정을 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원)의 긴급지원금을 요청하여 약 5,000만 엔(한화

한편, 노동조합의 최대 전국조직인 렝고도 1월

약 7억 8,900만 원)을 모금하고, 전기연합의‘고용

22일‘고용과 취로∙자립지원을 위한 지원금활

과 권리를 지키는 연대기금’
으로부터 약 5,000만

동’
을 실시할 것을 표명하였는데, 지원금의 모금

엔을 거출하여 1억 엔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

요청은 앞으로 1년간 산하 노동조합/조합원뿐만

기연합은 춘투시 기업 측에게도 비정규직 고용문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전개하여 고용이나 취로

제 해결을 위해 일정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

지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졌다.

전기연합은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해

전기연합은 지원금을 실직하는 파견사원∙하청

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노동조합

사원의 생활재건, 기능훈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

이 비정규직의 고용∙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기로 하였다. 또한, 지원대상을 과거 1년 이내 전

여 지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으

기∙전자업계와 거래를 한 파견∙하청회사로 넓

로 전기연합의 지원금으로 전기산업의 비정규직

혀, 동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에게 교

고용∙생활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큰 관심이 모

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지고 있다.

전기연합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기/전자/정

�출처 : 전기연합 홈페이지, http://www.jeiu.or.jp/

중국 : 베이징, 2009년 졸업생 취업시 보조금 지급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의 바

회(

)기간 논의된 문제 중 가장 큰 이슈였다. 최

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대졸자 취업률이 직접적인

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졸업생 취업정책과 결합하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생 취업문제는 2009년 양

여 베이징시(

) 인사국, 교육위원회,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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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종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들의 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최근 일부 성( )과 시( )에서 대학생이 스스로

에 대해 교육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대학들이 학과

취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내놓았

개설시 더 이상 경제, 금융 관련 학과의 설치를 주

는데, 이에 대해 베이징시 인사국 관련자는 인사,

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신설 학과

재정 등 관련부서와 일차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스

의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취업률을 학과 평가의

스로 취업하는 대학생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

중요한 지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에 따

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취업 대학 졸업생

르면, 베이징시는 앞으로 3년간 학과 개설 경보시

에 대해 베이징시는 2009년 처음으로 실업등록을

스템을 완성하고 100개의 교외(

실시하기로 했으며, 직업훈련을 진행하여 이들의

지를 마련하고, 향후 시급(

취업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30개까지 설립하고 각 취업센터에 100만 위안(한

호구를 가지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은 베이징시 18

화 약 2억 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인재양성 기
) 시범취업센터를

개 구( )와 현( )에 설치된 인재센터 산하의‘졸

베이징시 교육평가원이 발표한 2009년 베이징

업생 취업센터’
에 실업등록을 해야 하고, 인재센

지역 대학원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년대비 1

터는 직업훈련을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 명이 증가한 총 22만 5,649명이 베이징 소재 대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자가 한

학원 및 과학연구원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07~

명도 없는 가구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100% 취업

2008년 연속 2년 지원자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

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가공무원 시험 응

2009년 베이징시 소재 대학 졸업생 수가 21만

시자는 77만 5,418명으로 전년대비 13만 명 증가

명을 넘어섰다. 시 교육위원회는 각 대학에 취업지

했고(전년대비 21% 증가), 경쟁률은 57대 1을 기

도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취업관념을 변화시

록하였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잇달아 채용계획

켜 기층 단위와 서부 지역으로의 취업을 장려할 것

을 축소하고, 처우 등이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고용

이라고 밝혔다. 취업지도 과목은 입학 시부터 단계

과 소득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대졸자들이 가장 선

별∙대상별로 직업생애 계획교육과 지도를 맞춤

호하는 직업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별로 진행하며, 총 38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

, 2008년 1월 15일,‘

대학은 당해 학교의 졸업생 취업정보망을 구축하
고, 정책공고, 지도상담, 정보공유 및 온라인 채용

,’http://epaper.

등의 기능을 구비한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

jinghua.cn/ html/2009-01/15/content_

다. 최근 채용설명회에서 기업들이 금융관련 전공

3845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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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중국 : 상하이,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하려면 반드시 4가지 서류 준비해야
근로자 해고는 현재 많은 시민, 기업, 정부 부문

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의 관심사이다. 1월 31일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

- 기업영업허가증과 공회법인자격증서 복사본,

보장국(이하, 인사국)은 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반

노조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근로

드시 4가지 항목의 보고자료를 제출해야만 근로자

자의 도장을 받은 근로자 대표의 증명자료를

를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준비해야 한다.

근로계약법 제41조에 따르면, 해고규모가 20인

- 노조대표 혹은 근로자대표의 개인 자료를 준

이상이거나, 20인 미만이어도 기업 전체 직원의

비하고, 성명, 신분증번호, 직위 및 근로계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기한 등을 명기해야 한다.

노조나 전체 근로자에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근

- 기업이 작성한 서면의 근로자 해고방안을 제

로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근로자 해고방안을 노동

출해야 한다. 해고인원수, 전체 근로자 중 해

행정부문에 보고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고인원의 비율, 해고근로자 명단(성명, 신분

이번 상하이시가 발표한 통지에서는, 국유기업,

증, 근로계약 기한), 경제보상금 준비 상황과

국가가 주식을 통제하는 기업 및 1천만 달러(한화

기업이 다른 보조적 지원대책을 실시할지에

약 146억 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자금으로 등록되

관한 설명 등을 명기해야 한다.

어 있는 외자기업과 상하이에 있는 중앙직속기업

- 기업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

의 경우는 시 인사국에 근로자 해고에 관한 보고를

고 의견을 경청했다는 자료. 이 자료에는 기업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기업 외

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이유, 노조나 근로

에, 각 구나 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이미 시 노

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날짜와 방식, 노조나 근

동행정 부문의 행정처리 범위 외의 기업에 속해, 각

로자 측의 의견을 물은 정황 등에 대한 설명이

구 및 현 행정 구역 내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해야

명기되어야 한다.

한다. 중앙직속기업 외의 푸동신(

）구내에

�출처 :

, 2009년 2월 1일,‘

있는 기타 유형의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보고는 일
률적으로 푸동신구 노동행정 부문에서 처리한다.
통지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를 위해 아래의 4 종

,’http://www.
laboroot. com/article/html/2009-2-1/
20092113190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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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08년 약 2,000만 농민공 금융위기로 실직
지난 2월 2일‘중앙 농촌 및 농촌사업 사무실(
)’
은 전국적으로 2천만 명
의 농민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직했다고 밝혔

있는 1억 3천만 명의 농민공 가운데 15.3%, 즉
2,000만 명의 농민공들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
었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귀향한 것이다.
천시원에 따르면 당 중앙과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다. 앞서 지난 1일 발표된‘중앙 1호 문건(
)’
은 삼농문제(농촌, 농업 및 농민문제)를 재차
강조했고, 농업보조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국무원 홍보실이 지난 2월 2일 진행한 언론브리

취업문제를 최우선시 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20일
국무원 사무청(

)은‘당면 농민공 사업

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핑에서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농민의

)’
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등을 소개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연해발달지역에 소재

였다. 그리고 농민공의 실업문제에 대해 언급했는

한 기업은 가능한 한 농민공을 해고하지 않거나 해

데,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1억 3천만

고를 최소화한다. 둘째, 일시적으로 직업이 없는 농

명의 농민공 가운데 15.3%에 해당하는 약 2천만

민공에 대해 각급 정부는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명의 농민공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

제공하고 그들의 취업능력을 강화한다. 셋째, 각급

리를 찾지 못해 귀향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정부가 투자한 공공시설 건설에 최대한 많은 농민공

의 영향으로 외부 수요의 감소, 특히 연해발달지역

을 취업시키고 이미 귀향한 농민공에게는 정부가 공

의 대외무역 기업이 생산상 곤란에 직면하여 일부

공근로의 방식으로 그들이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에

농민공이 실직을 했다고 밝혔다.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정부가 일련의 지지와

지난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고

보조금 지급 방법을 취하여 농민공이 귀향 후 스스

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수는 대

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타지에 나가

략 1억 3천 명이다. 최근 농업부에서 농민공이 비교

일하는 농민공의 토지보장권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적 많은 전국 15개 성( ), 150개 지역( )을 대상으

각지 당위원회와 정부가 농민공 사업을 최우선 과제

로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음력설(

로 삼고, 기업이 농민공 임금 지급 및 사회보장경비

) 전까지

고향으로 돌아간 농민공이 전체의 약 38.5%에 차

를 납부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지했으며, 이 중 60.4%의 농민공은 정상적인 음력

�출처 :

, 2008년 2월 2일,‘

설 귀향이었고, 나머지 39.6%는 일자리를 잃었거

,’http://

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귀향한 사람이었다. 이 통계

news.jinghua.cn/351/c/200902/02/n2330

를 근거로 예측하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고

71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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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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