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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 심층분석

일본 워크 셰어링의
현황과 문제점
오구라 카즈야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위원)

■ 워크 셰어링의 추진 경위
완전실업률이 연평균 5.4%를 기록한 2002년 전후를 기점으로 최근 몇 년간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특히 1970년대의 오일쇼크 당시 많은 기업들이 잔업시간 조정을 통해 고용조정을 하
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잔업량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수주가 감소하더라도 정리해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고용유지책으로 기능했다. 반대로 수주가 증가하면 곧바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일정량까지는 기존의 노동력으로 잔업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했다. 그 후에도 수십 년간 일
본 기업이 취해 온 가장 대표적인 고용정책이었다. 잔업시간(과 잔업수당) 조정을 통해 고용량을 조
절했다는 점에서, 이미 일종의 워크 셰어링을 실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 이외의 노동력을 대량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기업의 고용조정은 점
차 인원수를 조정하는 의미가 강해졌다. 이번 금융위기 당시, 이 점이 특히 두드러져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는 사태가 표면화되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규직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현실에서 워크 셰어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002년에는 워크 셰어링에 관한 노사정 간의 합의(2002년 3월)가 이루어졌으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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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향력은 크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유지정책(긴급피난형)을 실시한 기업
도 적었다. 주된 원인은 일본의 노동시간 구조에 있겠지만, 경기회복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의 파장이 상당히 심각한 데다,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만큼, 각
방면에서 워크 셰어링에 거는 기대도 사뭇 크다. 이미 제조업 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임
금삭감을 통한 긴급피난형 워크 셰어링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도요타, 닛산, 히타
치, 후지츠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공장들의 감산과 조업단축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은 하청기업에까지 확산되어 광범위한 제조업 분야에서 휴업일 증가와 임금삭감을 통한 워크 셰어
링이 보급되고 있다.

■ 유럽의 사례
긴급피난형 모델의 전형적인 예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 1993년 VW사의 협약이 가장 유명하다.
당시 10만 3천명의 직원 중 약 3만 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
서 주 36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28.8시간(80%)으로 줄이고, 그만큼 임금도 삭감한다는 노사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연말수당 등이 늘어나 실제로는 연수입 기준 15% 정도의 감액에 그쳤을 것으
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VW사의 노동조건이 좋았고, 독일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는 긴급피난형 모델로서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져 그 핵심 내용이 활용되었다. 단축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긴급피난형 모델
이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휴일이 늘어난 만큼 임금삭감을 감수해
야 하고, 사용자도 단위당 노동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은 일본보다 신속했다. 이미 2009년 1월부터 조업단축
(10% 이상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수당 확충(67%의 임금보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사
회보험료의 감액(사용자만 50% 감액이었던 것을 노사 양측 50% 감액으로 적용), 정부의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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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액 부담, 대기업에 대한 계몽 등을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늘림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를 조기에 실현한 나라로 유
명하다. 정부는 재정개혁 및 감세,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보, 노동자는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것을 약속했다(1982년 바세나르 협약).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보험제도, 세제, 노동법 등의 각종 개혁을 단행한 결과, 균등처우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나라로서도 유명하다. 그러나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구조가 이에 적합했다는 점을 무
시할 수 없다. 즉 1970년대까지는 2차 산업이 중심이었던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이나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진출에 있어서, 서비스 경제화와 파트
타임 취업이 적합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순조로웠다는 지적
도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제도개혁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덴마크는 현재 EU 국가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보장, 적
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노사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준 높은 복지를 지탱하
는 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일본과 크게 다른 점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이란, 해고의 유연성, 이직의 유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은 비교적 용이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장을 위한 비용도 적다. 그러
나 노동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최장 4년간 최대 90%의 실업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는 지장
이 없다.
또한 장기적인 실직을 막기 위해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업훈련 대상이 실직자에 한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한 회사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전직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보면, 실업보험을 노동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이 절감된다. 무엇보다도 실업보험에 대한 국고의 부담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한
다.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도표
에서 볼 수 있듯이, OECD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공적 지출은 GDP의 0.6% 정도에 지나지 않는
다.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지출을 합치면 2009년의 지출은 더욱 늘어나겠지만, 적극적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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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등)에 어느 정도가 배분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긴급피난형
워크 셰어링은 원래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정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워크 셰어링의 전제가 되는 노동시간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잔업수당은 유럽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유럽 등의 잔업수당은, 비용 면에서 사용자가 손해를 보
도록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심야, 휴일의 경우 100% 가산), 일본에서는 심야 50%, 휴일 35%로 계
산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잔업 비용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정규직 사원
한 명이 월 30시간 정도의 잔업, 16시간 정도의 무보수 잔업(JILPT2008년 조사)을 하고 있으며, 연
간 10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어서 노동시간 산정
을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정한다’
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제조업 공장에
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무보수 잔업 등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이트칼라 노
동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공장을 휴업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조업단축을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업무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업무량은 그대로인
데 표면적인 휴일만 늘고 임금은 줄었다’
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업단축을 통한 워크 셰어링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머지 않아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많은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5분의 1(20%) 휴업일 증가와 임금삭
감 정도라면, 버틸 수 있는 노동자도 상대적으로는 많겠지만, 30~40%씩 수입이 준다면 생활이 크
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부업을 허용하는 추세이지만, 애초에 부업을 할 만
한 일자리가 적은 지방도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게다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아르바이트’
의
시급도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제조업체나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

4_

2009년 5월호 <<

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고용조정조성
금)도 확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긴급피난형은 기본적으로는 노사 합의하에 도입되는 것이며 고통 분담을 감당할 수 있으면 곧바
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대신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

■ 다양취업형
긴급피난형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관행이나 노동시장 구조, 경제환경 등 앞으로의 변화를 고려
하면 더욱 중요한 것은‘다양한 고용형태’
가 인정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직종이 같고 업무의 난이도 또한 같으
면 임금도 같다’라는 균등처우의 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균등처우를 살펴보면,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과 격
차가 존재한다. 고용보장(안정/불안정), 노동시간(정규직 사원은 장시간 노동이 전제), 임금 등(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승진 및 직장 내 훈련(OJT의 유무), 사회보장(단기고용계약은 고용보험에 가
입할 수 없음), 세금 제도(103만 엔의 벽) 등, 각각의 큰 문제점들이 있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
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 바꾸려 해도 그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 범위의 하한선인 연수입 103만 엔이라는 기준을 없앤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과
세 단위가 세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뀌는 세제 개정의 커다란 논점이다. 연수입이 적은 시간제
노동자(의 중심)인 주부 파트타이머의 경우, 가사노동 등의 기여도를 고려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말
아야 한다는 통념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주부 파트타이머인
배우자의 연수입이 103만 엔 이내인 경우, 남편들에게 한 달에 약 1만엔의‘부양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이 103만엔의 기준을 없앤다면, 파트타이머 노동자들뿐 아니라 부양수당을 지급받는 노
동자들도 반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금전 면의 처우를 모두 철폐한다면, 소속 기업에서 일할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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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진다.
또한, 일본 기업들처럼 젊은이들을 기업내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특수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로 육
성∙처우하는 경우에는, 연공적 처우나 장기고용도 합리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마저 모두 부
정하는 것은 넌센스라 할 것이다. 문제는 직종별 노동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기업이 교
육과 훈련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규직 사원들만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비정규직 사원은 그렇
지 못하는, 고용형태에 따른‘신분 격차’
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규직의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침해당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에 정규직에 대한 처우의 절
대적인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처우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
나 지난 몇 년간 일본 경기가 나름의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담한 개혁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법개정은 이루어졌지만, 백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경제위기를 맞아 계
속적인 개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 균등처우를 위하여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동공급의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
가 활약할 수 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다양한 고용형태’
를
실현하기 위한 균등처우를 보급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아직 직종별 노동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직종에 대한 시
장의 임금 시세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전문직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임금 시세가 정해져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 비슷한 일에 종사하더라도 대
기업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 같은 기업 내에서
도 성별 혹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산업별 노사협상을 통한 시장임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독일 등에서는 균등처우가 보급되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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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 직종 동일 난이도의 경우, 기업 규모와는 상관 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에 대한 시장임
금 시세가 형성된다.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는 임금 시세에 맞춰 노동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
담이 되겠지만,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싶다면 시장임금 시세 혹은 그 이상의 대우를 약속해야 하
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는 기업은 자연히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소기업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균등처우를 실시할 수 없는 기업은 머지않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
라는 뜻이다. 일본은 이런 점이 취약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경영자와 같은 입장에서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명확해진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한 기업에서만 일하는‘장기고용’
이 아니라, 특정 직업을 복수의 기업이나 조
직에서 경험하는‘장기취업’
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덴마크가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부가 나서서 수많은 직종의 시장임금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각 산업마
다 기업횡단적인 임금 시세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동종 산업에는 동종 직업도 다
수 존재할 것이다. 산업 내의 기업횡단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직종과 난이도에 따른 처우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균등처우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균등처우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내용을 바꿀 필요도 있다. 특히 일본의
고등교육은 직업과 연관성이 낮다. 인문대학 학생의 경우, 민간기업에 취직할 때 전공이 문제가 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대 출신이건 경영대 출신이건 전문가가 되지 않는 한 거의 차이가 나지 않
는다. 일본 대학생들은‘취직(

) 활동’
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직업’
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취사(

)’활동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문제도 크다. 현재 일본 정규직 사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갖가지 보장 대신 과중한 노
동시간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 노인수발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 또는 장애
인들이 이러한 고용형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저출산화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다양한 인
재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다양한 고용형태’
가 진정으로 실현된 사회라고 한다면,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는 없다. 특정인
이 혹은 일정 기간만 다른 사람보다 장시간 노동하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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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다양성’
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서 소득세제에 대해 설명했으나 사회보장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연수입이 일정 기준 이
하인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연금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 또한 개인 단위의 납부 제도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 외에도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노사정 합의’
가 갖는 의
미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용자나 노
동자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국토의 크기와 적은 인구 등과 같은 면에서 이점이 있었다고는 하
나, 일본의 경우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도 중소기업 사용자와 모든 노동자들이그것을 의식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대담한 발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게도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고복지∙고부담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장점만을 소개하는 것은 쉽지만,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은 그다지 소개되지 않고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는 25%다. 높은 복지 수준을 위해서는 많은 부담이 불가피하
다는 당연한 논의를 일본 정치가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의 워크 셰어링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소개해 보았다. 일본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고
서로 배워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산적한 일
본에서 워크 셰어링이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항상 비관적
인 견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현재‘다양성’
과‘유연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만이 강조되고 있어, 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연구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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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계산
국내총생산
명목
(원 수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억엔)
489875.2
493747.5
498490.6
503186.7
510924.1
515851.5

2005년 I
Ⅱ
Ⅲ
Ⅳ

고용자보수（명목）

계절조정전기대비

실질
계절조정전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1인당
전년동기대비

-0.8
0.8
1.0
0.9
1.5
1.0

1.1
2.1
2.0
2.3
2.3
1.9

(％)
-2.5
-1.9
-0.1
1.4
1.8
0.5

121463.8
125235.1
122846.6
132189.0

0.1
0.5
0.3
0.2

0.7
1.0
0.8
0.4

-0.7
0.6
1.4
1.7

-0.7
-0.1
0.5
0.4

2006년 I
Ⅱ
Ⅲ
Ⅳ

122916.0
126303.5
123948.1
134197.1

0.0
0.3
0.4
0.9

0.1
0.8
0.5
0.8

2.0
2.5
2.0
1.5

-0.1
1.0
0.8
0.4

2007년 I
Ⅱ
Ⅲ
Ⅳ

126475.4
128501.1
125688.8
135139.7

0.9
-0.5
0.1
0.4

1.0
-0.3
0.4
1.0

1.0
0.3
-0.4
0.6

-0.1
-0.8
-1.2
-0.3

2008년 I
Ⅱ
Ⅲ
Ⅳ

126522.0
127387.4
123410.9
130294.5

0.0
-1.4
-0.7
-1.6

0.3
-1.2
-0.4
-3.2

1.8
0.8
0.2
-0.2

1.8
0.8
0.1
-0.2

출처

내각부,「국민경제계산」

(％)
-2.1
-2.1
-0.4
0.2
0.6
-0.1

내각부,「국민경제계산」
총무성,「노동력조사」

주: 1) 1인당 고용자보수＝고용자보수／고용자수
（노동력조사）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서 산출함.
2) I=1�3월, II=4�6월, III=7�9월, IV=10�12월.

국내총생산의 추이(실질) : 계절조정 전기대비

출 처: 내각부,「국민경제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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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판단
대기업
업황 판단 D. I.
제조업

매출액
비제조업

％포인트

제조업

％포인트

매출액 경상이익률
비제조업

전 산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4.7

4.1

4.41

4.9

5.9

5.05

8.4

6.3

4.86

7.6

5.2

5.55

5.7

3.4

5.06

6.5

4.9

5.63

5.8

4.1

4.54

2004년 12월

22

11

2005년 3월
6월
9월
12월

14
18
19
21

11
15
15
17

2006년 3월
6월
9월
12월

20
21
24
25

18
20
20
22

2007년 3월
6월
9월
12월

23
23
23
19

22
22
20
16

2008년 3월
6월
9월
12월

11
5
-3
-24

12
10
1
-9

4.2

6.1

3.47

(-18.6)

(-4.4)

(1.38)

2009년 3월
6월
9월
12월

-58
(-51)

-31
(-30)

(-12.5)

(-7.2)

(2.51)

(0.5)

(-1.2)

(2.24)

출 주: 1) 업황 판단 = 조사 대상 업체가 업황을‘좋다’
고 답한 비율 -‘나쁘다’
라고 답한 비율.
출 주: 2) 업황판단의 괄호 안 수치는 2009년 3월 조사에 따른 예측 수치.
출 주: 3) 매출액,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상기( 期)의 숫자를 6월 란에, 하기( 期)의 숫자를 12월 란에 기입함. 상기는
4월�9월, 하기는 10월�3월. 괄호 안의 수치는 2009년 3월 조사에 따른 예측 수치.
출 주: 4) 대기업이란,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
출 처: 일본은행,「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업황 판단 D.I‘좋다’
‘나쁘다’
: 대기업

출 처: 일본은행,「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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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판단 D.I
고용인원판단D.I.（주1）

고용인원

대기업

2004년 6월
9월
12월

대기업

전 산업

제조업

％포인트

％포인트

전 산업

제조업

％

％

4
3

11
8
6

-0.7
-0.5
0.1

-2.1
-2.1
-1.0

2005년 3월
6월
9월
12월

0
0
-1
-4

4
4
2
-1

0.7
1.0
1.0
0.4

-0.9
0.2
0.5
0.0

2006년 3월
6월
9월
12월

-5
-6
-10
-11

-2
-3
-6
-6

1.7
2.1
1.9
1.8

0.9
1.5
1.7
2.0

2007년 3월
6월
9월
12월

-13
-14
-14
-14

-7
-8
-9
-8

0.8
1.4
1.8
1.9

1.4
1.6
1.5
1.1

2008년 3월
6월
9월
12월

-14
-13
-11
-7

-7
-7
-5
0

2.6
2.7
3.2
1.8

1.4
1.9
1.8
1.8

2009년 3월
6월

20
(19)

35
(32)

출 주: 1) 고용인원 판단 =조사 대상 업체가 고용인원이‘과잉’
이라고 답한 비율 -‘부족’
이라고 답한 비율.
출 주: 2) 괄호 안의 수치는 2009년 3월 조사에 따른 예측 수치.
출 주: 3) 고용인원은 각 월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출 주: 4) 대기업이란,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
출 처: 일본은행,「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고용인원 판단 D.I‘과잉’
‘부족’
: 대기업

출 처: 일본은행,「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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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고용보험
실업자수
계절조정치

실업률
전체

남

계절조정치

실질 수급자 수

여

계절조정치

계절조정치

전년대비

만명

％

％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50
313
294
275
257
265

5.3
4.7
4.4
4.1
3.9
4.0

5.5
4.9
4.6
4.3
3.9
4.1

4.9
4.4
4.2
3.9
3.7
3.8

-18.8
-20.3
-10.1
-6.9
-3.9
-1.6

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5
262
256
265
267
271
267
273
264
249
265
289

3.8
3.9
3.8
4.0
4.0
4.1
4.0
4.1
4.0
3.8
4.0
4.3

3.9
4.0
3.9
4.0
4.2
4.2
4.1
4.3
4.1
3.9
4.1
4.5

3.7
3.8
3.8
3.9
3.7
4.0
3.9
3.9
3.8
3.6
3.8
4.2

-0.7
-2.6
-4.8
-2.6
-7.4
-3.1
-1.8
-5.6
2.6
-0.3
-1.3
9.5

09년 1월
2월

276
295

4.1
4.4

4.2
4.4

4.1
4.4

14.2

출처

후생노동성,
「노동경제지표」

총무성,「노동력조사」

완전실업률의 추이 : 계절조정치

출 처: 총무성,「노동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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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외 노동시간
조사산업 전체

제조업

5인이상

전년대비

5인이상

전년대비

시간

％

시간

％

계절조정 전월대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0
124
124
129
132
129

4.6
3.3
1.1
2.6
1.3
-1.5

179
189
190
198
199
182

10.1
7.3
-0.3
4.5
0.3
-7.3

93.5
100.3
100.0
104.5
104.3
95.7

10.1
7.3
-0.3
4.5
-0.2
-8.2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5
11.1
11.5
11.3
10.5
10.5
10.7
10.2
10.5
10.6
10.5
10.1

0.2
3.0
2.0
0.3
0.2
-0.7
0.1
-1.8
-1.7
-3.4
-6.0
-10.3

15.0
16.8
17.2
16.4
15.1
15.6
15.6
14.6
15.2
15.1
13.9
12.0

-0.9
0.0
1.1
-3.1
-1.5
-3.3
-4.5
-6.6
-6.9
-10.2
-19.7
-29.8

103.2
104.8
105.6
101.5
102.5
101.3
99.9
97.3
97.4
94.6
85.3
74.3

-2.5
1.6
0.8
-3.9
1.0
-1.2
-1.4
-2.6
0.1
-2.9
-9.8
-12.9

2009년 1월
2월

9.1
8.8

-14.4
-21.7

9.3
8.8

-38.6
-48.3

63.3
54.2

-14.8
-14.4

출 주: 1) 연간 수치는 연환산 소정외 노동시간
（총실질노동시간－소정내 노동시간）
.
출 주: 2) 제조업지수와 전월대비(계절조정치) 연간 수치는 원지수, 전년대비.
출 처: 일본은행,「매월노동통계조사」

소정외 노동시간 지수(제조업, 5인이상) : 계절조정치

출 처: 후생노동성,「매월노동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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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 심층분석

프랑스의 비정규직
장신철 (주OECD대표부 노무관)

■ 머리말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의 노동시장 기제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측면이 많은데, 대륙계 유럽국가
인 프랑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공화국 이념하에 사회민주주
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딕 국가 못지 않은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은 2007년 65%(근로자 21.5%+사업주 43.8%)로, 18%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노조의 힘은 강하고
정책 형성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세와 공적이전으로 대표되는 사회지출이 매우 크기 때
문에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SMIC)도 2008년 현재 8.71유로로서 중위
임금 대비 OECD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강한 법적 규제를 가지고 사용을 억
제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은‘정규직의 보완’차원에서만 허용할 뿐‘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 1990년대 이후 유럽 각국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취하면서 비정규
직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아직 이렇다 할 개혁을 추진한 바 없다. 물
론 프랑스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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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양상은 표출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비정규직 제도 현황과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노
동시장이 고도로 유연화되어 있어‘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
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대비할 때, 노
동시장의 경직성이 매우 크고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프랑스는 흥미로운 대비가
될 것이다.

■ 프랑스에서의 비정규직의 개념
프랑스에서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제계약(CDD: Contrat à Durée Determinée)과 파견근로
(intérimaires)를 말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보다는 CDD와 Interim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
다. 시간제근로는 한국∙일본 등에서는 비정규직에 포함되나 프랑스 및 다른 OECD 국가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고 않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어 차별금지 및 시간비례급부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2)상 고용계약은 무기한의 정규직 계약(CDI: Contrat à Durée
Determinée)이 원칙이며,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 기간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3). 따

1) 2003년 기준 OECD의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의 유연성 평가에서 프랑스
는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조사대상 28개국 중 26번째였고(27위 멕시코, 28위 터키), 정규직의 경우
28개국 중 20위였다.
2) 프랑스 노동법전의 원문은 www.legifrance.gouv.fr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3) 외무원∙대리인∙외판원, 재택근무자, 연예인∙예술가, 모델, 공동주택의 수위∙고용원, 가사사용인
등‘특수형태 종사근로자’
는 노동법전 제7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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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규직 업무를 지속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
며, 기업의 항시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쓸 수 없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사용기간
을 동시에 제한함으로써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있다. 프랑
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이 입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OECD 국가중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이 두고 있고,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 17개국은 제한이 없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영국, 미국 등 영미계 국가들은 파
견대상, 파견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표 1> 근로자 파견에 대한 유럽의 법적 규제
국 가

동등 처우

사용이유 제한

파견기간 제한

산업/직종 제한

벨기에

�

�

�

�

포르투갈

�

�

�

�

프랑스

�

�

�

×

스페인

�

�

�

�

독

일

�

×

×

건설업만 금지

이탈리아

�

�

×

×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

×

×

×

노르웨이

×

�

×

×

영국,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

×

×

×

* 자료: European Foundation,“Temporary agency work in an enlarged European Union”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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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과 관련한 법규정
기간제와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법전 제2장 제4절과 제5절에 각각의 장을 두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다.

기간제/파견근로를 쓸 수 있는 사유와 절대금지 업무
기간제(CDD)와 파견근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가능하다. 그 사유를
보면 정규직원의 일시 부재(휴가, 병가, 육아휴직, 국방의무 수행 등 이유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를
위한 대체, 일시적인 경영활동의 증가, 계절적 고용, 시간제근로자를 일시 대체하는 경우, 이직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일시 대체, 일의 완성 기한이 정해진 구체적인 임무 수행시, 연극∙호텔∙
레스토랑, 청소, 벌목, 쇼 등 문화활동, 교습, 전문스포츠 등 관행적으로 정규직(CDI) 계약이 없는
직종, 긴급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목적, 직업훈련 계약, 견
습계약 등이다. 단,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특정 임무(mission)가 존재
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신고 후 3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57세 이상
고령자는 이상의 각종 제한에 관계없이 기간제로 채용 가능하다(18개월 이내. 1번의 갱신을 포함
하여 최대 36개월)
그러나 기간제와 파견근로를 절대 쓸 수 없는 업무도 존재한다. 파업중인 근로자의 대체, 정부
에서 위험작업으로 분류한 작업, 지난 6개월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었던 경우4) 등이다.

4) 이 경우에도 3개월 미만의 CDD 고용과 일시적인 수출 주문의 급증이 발생하여 노사대표 간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채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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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 사용시 문서에 담아야 할 내용
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계약을 정규직 계약(CDI)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소송 제기시 노동법원은 1개월 안에 신속하게 판정을 하며 가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간제와 파견근로 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비교적 유사하다. 기간제의 경우 교체
된 근로자의 이름과 직종(업무 대체인 경우), 계약 만료일(근무기간), 직책,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명칭, 수습기간, 급여총액(각종 수당,
현물혜택 등 부가급여 포함) 등이다.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써야 하는 이유, 임무수행
(mission) 기간, 작업의 특성, 요구되는 자격, 근로시간, 보수, 수습기간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비정규직 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회보험료를 징수
5)
에 신고하고, 신고한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사회보장 및 가족수당징수연합(URSSAF)’

한다.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
비정규직은 1번의 갱신을 포함하더라도 18~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사용기간이 상이하다. 최대 사용기간 이내라면 1번의 갱신 계약은 당초 계약기간보다 짧거
나 같거나 길어도 상관없다. 즉, 최대 사용기간이 18개월인 CDD의 경우 당초 계약이 8개월이었
으면 최대 10개월의 갱신 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가
령 질병∙부상으로 부재중인 정규직의 대체와 같이 불확정 기한부 계약인 경우에는 부재 사유가
종료되면 CDD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은 불가능하다.

5) 1960년 설립된 준국가기관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 소송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 단, 실업보험료
는 상공업고용협회(ASSEDIC)가 별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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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간제/파견근로 사용 가능기간
사용 사유

최대 사용가능 기간

사용 사유

최대 사용가능 기간

부재중인 정규직의 대체

18개월

수출주문의 급증

24개월

전문직종(CEO)의 대체

18개월

안전상의 긴급작업 필요시

9개월

계절근로

해당 계절 종료시까지

정규직 일자리 충원시까지

9개월

없어지는 정규직 업무의 일시 수행

24개월

해외에서의 작업

24개월

기업활동의 일시 증가

18개월

정규고용 관행이 없는 직종

18개월

기간제/파견근로 계약 갱신시의 휴지기간
기간제/파견근로 계약기간이 일단 종료되면 곧바로 다시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자리에 근
로자를 쓸 수 없다. 계약기간이 14일 이상인 기간제/파견근로는 이전 계약기간(갱신한 기간 포함)
의 1/3이 지나야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계약기
간(갱신한 기간 포함)의 1/2이 지나야 새로운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휴지
기간은 근속기간 계산시에 포함된다.

기간제/파견근로의 해지
계약 만료일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경영상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계약기간 종료시에만 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면으로 작성한 쌍방의 합의, 근로자의 중과실
(faute grave),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다른 업체로부터 정규계약(CDI) 고용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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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파견근로의 근로조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Travail égal, salaire égal") 적용
임금과 관련하여‘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750유로의 벌금 또
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랑스는 연공급 임금체계로서 동일한 직무를 행하는 경
우(예: 은행 창구업무)에도 근속연수 차이에 따라 임금이 상이하다(각종 수당도 차이). 다만, 근속
연수가 동일한 경우라면 동일한 직무에 대해 정규∙비정규 간 임금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시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 구제 장치를 두고 있다. 구제수단을 이
원화하여 근로자는 ① 감독관에 대한 진정제기(원칙적으로 사업주 처벌을 목적) 또는 ② 노사로 구
성된 노동중재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6)에 대한 구제요청(임금확보 목적) 등 2가지 수단이
활용 가능하다. 감독관은 근로자 진정 접수시, 자신이 작성한 임금지수표(Wage Index)에 의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차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송치한다. 임금지수표는 감독관이 근로자의 학력, 직급, 전문성, 근무조건, 근무연한,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한을 보유한다.

동등대우의 원칙
프랑스는 차별금지에서 더 나아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동등대우’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데

6) 민간부문의 개별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서 고용계약의 체결, 이행 및 해지 등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전국에 270개가 설치되어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각
동수의 비상임 법관이 회의를 진행한다. 법관은 5년마다 프랑스 노동부의 주관으로 직접선거를 통하
여 선출되며, 재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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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근로자의 동등임금 보장, 단시간근로자의 비례적 임금 보장, 기간제근로
자에 대한 동등임금 보장 등이 그것이다. 기타 근로시간, 야간근로, 공휴일, 보건위생, 통근수단,
식당/체육시설/샤워실/사물함 등 시설이용, 노동조합 권리 및 종업원 대표권에 있어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는 한,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CDI)에게 적용되는 법, 단체협약7),
취업규칙 등은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정규직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제/파견근로 계약해지시의 금전적 보상
기간제/파견근로 계약 해지시에는 근로자에게 재직중 지급한 총임금(세전)의 최소 10%를 해고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업 내에 보다 좋은 조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있다
면 10% 이상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CDI)으로 고용한 경우, 근로자가 중대과실을 범한 경우, 계절근
로자로 고용한 경우, 신분이 학생으로서 여름휴가 또는 대학의 강의가 없는 기간중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또는 공석이 된 CDI 자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
아도 된다.

사회보험 가입
비정규직이라 해서 사회보험에서 누락되는 일은 없다. 시간제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더라도 사
업주가 노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상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 등이 아니면 사

7) 프랑스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9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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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에서 누락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누락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다.8)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40.0%,
42.5%, 39.2%로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산재
견습생(9.6%)과 파견근로자(8.6%)의 산재발생률은 정규직(4.3%)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데, 그 이유는 정규∙비정규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대체로 젊고 경험이 부족하나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3,750유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 형
벌이 주어질 수 있다.
� 정규직 대체 목적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계약서의 미작성
� 고용 후 2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 새로운 계약 체결시 대기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경우 등

8)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국가간 인력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두는 이슈는 고용 사실 자체
를 숨기면서 일을 시키는 미신고노동(undeclared labor)을 억제하는 일이다. 미신고노동은 주로 호텔,
음식업, 건설업, 유흥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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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와 비정규직의 특성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초반 5% 미만에 머물던 비정규직 비중이 199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 상
승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기간제와 파견근로
의 합은 전체 근로자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고용형태별‘07년 비정규 근로자수 및 비중(%)
1993

1997

2000

2005

20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850천명

기간제(CDD)

5.3

6.4

6.9

9.4

9.5

9.4

2,156천명

파견근로

0.9

1.7

2.6

2.4

2.5

2.4

547천명

견습

0.9

1.2

1.4

1.5

1.5

1.5

353천명

92.9

90.7

89.1

86.7

86.5

87.0

19,794천명

전체

정규직(CDI)

2007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Enquetes Emploi, 각 년도

비정규직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그 비중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림 1] 고용형태별‘2007년 비정규 근로자 수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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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DB
* R.S. Jones and M. Tsutsumi, "Sustaining growth in Korea by reforming the labor market and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672, Feb 2009에서 재인용.
*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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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여년간 비정규직 관련 법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법의 내용은 그대로이지
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주들이 고용유연성 확보 차
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업주들이 지능적으로 비정규직 사
용 사유를 바꿔가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악용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GT(노동총동맹) 등 프랑스 노조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데 평균
10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주들의 악용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파견근로자들의 특성은 PRISME9)이라는 파견사업주단체의 보고서에 의해 매년 소상하게 외부
에 공개되고 있다. 직종별로는 2007년 기준으로 간부직 1.7%, 중간전문직 7.2%, 기술직 40%, 단
순직 39% 등이다. 성별로는 파견근로자의 72.2%가 남자이다(기간제의 61%는 여성). 연령대별
로는 파견근로자의 51.5%(남자 37.4% + 여자 14.1%)가 30세 미만으로서 젊은층들과 기성세대들
<표 4> 연령대별 파견근로자 비중
남자(72.2%)

연령

여자(27.8%)

0.1%

65세 이상

0.0%

0.4%

60-64세

0.1%

1.9%

55-60세

0.5%

3.2%

50-54세

1.3%

4.5%

45-49세

2.1%

6.4%

40-44세

2.9%

8.2%

35-39세

3.2%

10.1%

30-34세

3.6%

14.6%

25-29세

5.7%

19.5%

20-24세

7.3%

3.3%

20세 미만

1.1%

* 자료: PRISME, "Rapport, economique et social 2007"

9) 대부분의 파견사업체들은 PRISME에 가입해 있으며, PRISME과 정부는 정례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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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은 여성이 비정규직의
43.7%, 55세 이상자의 비정규직이 46.1%를 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파견근로자 수는 제조업에서 46%, 서비스와 도소매에서 32.9%, 건설업에서 20.6%가 고용되어
있다. 파견근로자들의 평균 파견근무기간은 전 산업이 평균 2주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표 5> 산업별 평균 파견근무기간
전체 산업
(농업 포함)

(단위: 주)

농업

2차산업

건설

3차산업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1.9

1.9

1.6

1.6

2.3

2.3

2.8

2.8

1.3

1.4

* 출처: DARES(고용사회연대부 산하 고용통계연구원)

■ 맺음말
이상으로 프랑스의 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차별이 적고 비정규직들도 산업별∙기업별 단체협약에 대부분 적용받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프랑스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노동시장 기진입자
들(정규직)과 신규진입자(고졸/대졸자)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해법
을 찾기가 어렵다.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청년층이 정규직이 되기까지 10년이 소요됨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양보하기 어려운 딜레마도 갖고 있다.
프랑스도 정규직(CDI)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근로)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2008년 1월 노사정 간에‘단일 고용계약’
으로의 전환을 협의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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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의 반대로 실패하기는 했지만10)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양자 간의 의견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는 프랑스의 실업률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면서(2009년 9.9% 전망:
OECD) 프랑스의 비정규직 제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도우파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8년말 특별실업대책을 발표하면서“실업보다는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낫다”
는 입장
을 밝히면서 한시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의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시장주의적 사조가 대세인 상황하에서 선진국 중 비정규직 사용을 가장 엄격하
게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가 과연 얼마나 비정규직 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10) 단일 고용계약은 기업 내에서의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고용보호를 부여하되 사업주에게
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재량을 넓혀주는 것이었는데, 사업주는 기존의 기간제∙파견근로계약
이 훨씬 더 편한 방안이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였고, 노조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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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그는 다시 경제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로버트 스키델스키 지음, 고세훈 옮김,
《존 메이너드 케인스》,후마니타스> 서평
홍우형 (한국노동연구원 계약직연구원)∙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존 매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그는 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존재로 알려진 위대한
경제학자 중의 한 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체제
하에서 케인스식 경제 운용 방법을 적극 수용한 바 있다. 그것을‘발전국
가’
형 모델이라고 명명하든지, 혹은‘동아시아 국가발전’모델이라고 명명
하든지 간에, 케인스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분명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 과
정을 보면서 미소를 띠었을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경기불황의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이론이
세계 대공황의 시기를 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아니 세
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태동한 경제 이론이기 때
문이다. 세계 대공황은 전후의 호황기를 누린 데 대한 반대급부로 찾아온,
금융시장의 급격한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케인스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행동’
을 요구하였고,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 후 80년, 세계경제의 위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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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을 신호탄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금융위기의 해일이
덮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위험이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10년 간격으로 금융위기
의 연타를 먹인 꼴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제 상황 아래에서 케인스가 다시 한번 구원자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현재의 각국의 정책은 다분히 케인스로부터 조언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
연 케인스는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존 메이너드 케인스’
의 저자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는 20여 년에 걸쳐 케인스 전기( 記) 3부작을 완성했다. 그리고 최근에 3부작 전
기의 단행본을 출간하였으며, 이를 고세훈 교수가 번역했다. 이 번역본을 통해 케인스를 만나보자.

■ 정치철학자 케인스
케임브리지 시절의 케인스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이지만 특히 경제학보다는 수학과 도덕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했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하지만 경제학에 대한
그의 능력은 이미 경제학자 마셜의 관심을 끌 만큼 독보적이었다. 초기의 케인스는 그의 관심만큼이
나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정치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특히, 무어(G.E. Moore)의《프린키피아
에티카(Principia Ethica)》
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선한 삶’
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접하게 되고, 이
와 더불어 블룸즈버리 그룹1)과의 만남을 통해 케인스는 사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
에서 그는 끊임없이 무어식의‘선한 삶’
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1) 블룸즈버리 그룹은 영국의 유력한 문화 동인 단체인데, 이는 케인스 시절 영국의 사상, 역사, 문화, 예술 등
제반에 걸친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당대 지식인의 모임이었다. 블룸즈버리라는 이름은 런던의 블룸즈버리
라는 이름의 낙후된 지역에 있던, 조지 왕조풍으로 조성된 두 개의 이웃한 광장을 근거지로 하여, 일단의
친구들(당대 지식인 계층으로 여기에 버지니아 울프, 케인스, 리튼 스트레이치, 등이 속해 있었다.) 사이에
형성된 독특한 사회적∙문화적 삶의 방식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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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투쟁으로 나타났다.
케인스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변모를 거듭하였다. 그는 전간( 間) 기간에 자유무역주의자로부터
보호무역 주창자로, 화폐수량설의 해설가에서 개량자 내지는 문제 제기자로 변모했다. 그의 주된 지
적 관심도 ,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디플레적 현상으로,《인구론》
의 맬서스로부터‘유효수효’
의 맬서스
로, 화폐의 저량으로부터 지출의 유량으로, 불충분한 자원의 문제로부터 자원의 과소 사용 문제로, 그
리고 마침내 관심 영역을 시장으로부터 국가로 점차 이전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케인스에
‘단절’
된 사상의 실타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철학자로서 그의 면모를 돌이켜 보
면, 그의 변화는 끊임없는 현실에 대한 연민과 통찰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가치관의 실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체제 내에서‘선한 삶’
이 구현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경제학
자는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
전전(

)에 케인스의 경제학에 대한 초기 관심은 영국의 인도 식민지 관리기구인 인도청의 하급

관리로서의 경험과 케임브리지에서 화폐론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면서 시작된다. 인도청 관리의 경
험으로 그는 인도의 화폐 체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책《인도의 통화와 금
융》
은 금환본위제의 발전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장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데 있다. 그는 중앙은행이 주는 경제적 이점들을 강조하였
다. 그때까지 화폐 보유고는 은행과 금융기관 전반에 흩어져 있었지만, 중앙은행이 이를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인도는 금융위기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순환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화폐수량설에 대한 확신 못지않게 케인스는 자유무역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다. 그는 생산과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무역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실업은 이런 저런 종류의 잘못된
추정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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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로서의 길
케인스는 그의 저서《평화의 경제적 귀결》
을 통해 저명한 경제학자로 재탄생한다. 이 글에서 케인
스는 전후 처리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후 참전국
간의 부채 문제와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독일의 배상 문제를 지적하였다. 케인스는 독일의 배상
지불‘역량’
을 논하면서 차후 케인스 혁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경제생활에 대한 그의 입장,
즉 경제를‘유연한 것’
이 아닌‘관성을 지닌 것’
으로 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독일 경제가 자신이 필
요로 하는 자원의 이전이 가능해지도록‘자동적으로’조정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정책을 통해 적응
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오로지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밀고 갈 수 있을 뿐이다.
케인스와 그의 세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고,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
다. 실패는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ㆍ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했다. 이러한 몰락의 주된 계기는,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이 연합국 간의 전쟁 부채와 독일
의 배상 문제라는 두 개의 밀접하게 연관된 쌍둥이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이었다.
전후 세계 지도자들은 탈진했고 항구적 위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모든
노력이 질식되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떨어져 나갔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협상은 파탄이 났으며, 막
태어난 바이마르 공화국은 파멸되었다.

■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경제상황
전쟁이 끝나자 인플레 유발적인 활황이 뒤따랐다.2) 일단 활황이 시작되자 상품, 주식, 부동산 투기
가 만연하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자율은 억제되었다. 1919년 케인스의 기록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나라가 금본위제를 포기했고, 화폐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빠르게 생산될 수 있는

2) 전쟁 비용을 화폐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조세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_31

해외연구동향

유일한 상품이었다.”영국도 1919년 3월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태였다. 전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자 정부는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폈다. 건전 재정을
주장하는 관료들은 화폐의 안정을 찾기 위해 금본위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전쟁 이
전의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일에는 반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자본주
의의 파괴자로 여기고 혐오했다. 따라서 그는 가격 폭등에 제동이 걸릴 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펴는 것
에는 찬성하였다. 이 시기의 케인스는 고금리 정책이 실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재정 긴축과 금융 긴축이 결합되자 활황이 종식되었다. 케인스는 물론이고 아무도 뒤따라올 불황
의 혹독함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먼저 소비 지출이 급감했고, 투자 지출이 그 뒤를 따랐다. 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업이 급등했다. 가격과 임금에서 나타난 유연성은 전례가 없었다. 도매물
가는 절반이나 떨어졌으며, 명목임금은 1/3이나 줄어들었다.

■ 불황의 씨앗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기민한 개인들처럼 충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전후 최초의 불황이 가져다준 커다란 교훈은 경제가 사람들보다 훨씬 굼뜨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경
제는 온도를 자동 조절장치로 하는 중앙난방 체계와는 달랐다. 온도가 떨어지면 경제학자들은 자동
조절장치를 찾았지만, 이는 그들의 발명품일 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매우 취약했다.
전후에 만연한 통화 불안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케인스가 말하는 통화 불안이
란 인플레이션을 의미했다. 당시의 케인스에게 인플레이션은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초래될 실업이라는 비용은 각오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혹독한 수준의 실
질가격 하락을 동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했다. 실질가격 하락은 과도한 디플레이션이 아닌 평가
절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평가절하를 통해 국내 수요의 위축을 수출, 곧 국외수
요의 증가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케인스는 승전국과 중립국이 자국의 환율을 자국 통화의 현
재 금 가치에 따라 즉각 고정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의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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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수용하기 위해 금의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사이에 5%의 격차 혹은‘대역(

)’
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과거 수준의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
하여 과도한 고금리 정책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디플레이션과 함께 실업이라는 부산물을 낳았다.
케인스를 케인스 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은 영국이 1920~22년의 불황을 온전히 극복해 내지
못했던 점이었다. 1923년 경제는 일시적 회복을 보였지만 10%가 넘는 실업률을 수반했다. 이러한 고
실업 현상은 대공황 시기까지 이어졌다. 당대의 경제학은 실업의 지속이라는 현상을 조명하는 데 극
도로 무력했다. 영국은 이 시기 두 가지‘충격’
을 겪었는데, 하나는‘실질’충격으로서 노동비용이 유
례없이 상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화폐적 충격’
으로서 혹독한 물가하락이었다. 노동조합이 유발한
단위노동비용의 상승과 정부가 유발한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중의 치명적 타격이야말로 불황의 주범
이었다. 그러나 이런‘불균형’
이 왜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폐개혁론》-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케인스에게 실업의 근본 원인은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가격 하락만큼 임금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
은 데에 있었다. 임금이 점성적(sticky)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찰이 아니었지만, 이에 대한 실천적 문
제로서 가격 수준과 환율이 기존의 임금 수준에 적응해야 하며 그 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
은 매우 기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에게 통화 정책은 실업을 위한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
었다. 맬서스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케인스에게 실업은 부분적으로 인구 과잉으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완전고용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가율이 낮아져야 하고, 따라서 산
아제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주장하였다.
《화폐개혁론》
은 케인스가 통화 정책의 이론ㆍ실제ㆍ목표에 관해 생각하고 써 왔던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 안에 담긴 핵심적 정책 제안에 의하면 통화 정책은 환율이 아닌 가격 안정을 위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론적 요체는, 가격 수준의 안정이 화폐 공급이 아닌 화폐 수요를 안정시킴
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화폐 수요를 정책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화폐수량
설에 따른 가격 수준의 결정에서 통화당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에 있었다. 즉 케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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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화 정책을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화폐수량설을 신봉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한다.

“이 관계(화폐수량설)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장기’
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진단
해 주는 적절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데 폭풍
이 지나가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 바다는 다시 평온해진다는 말만 들려준다면,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안이하고 쓸모없는 일만 하는 것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이 말을 통해 케인스가 전하려 했던 뜻은, 단기적으로 유통 속도의 변화는 현금
(화폐공급)과는 독립적으로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케인스에게 단기의 문
제는 현실이었다.
또한 케인스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중앙관리 통화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
만 그때까지 최선의 해결책은 두 개의 관리통화, 즉 달러와 파운드를 가지면서 이 두 통화 사이에
‘크롤링’페그(crawling peg, 점진적 평가 방식)를 도입하고, 물가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
해 두 통화 당국이 긴밀히 협조하는 데 있다고 케인스는 생각하였다. 여타 국가들은 금환본위를 통
해 자국 통화를 달러나 파운드에 연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화폐개혁론》
에서 그가 주장하는
중심 맥락이다.
요컨대 케인스는 국가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시
키며, 저이자율 정책을 포함한 통화 정책을 통해 가격 수준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만 해도
케인스는 이를 통해 불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은 케인스에
게 좀더 발전된 경제학 이론 체계를 요구하고 있었다.

■《화폐론》
의 탄생
케인스의《화폐론》
은 영국이 취한 전전 수준의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데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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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케인스는 통화의 평가절하가 실업을 위한 완벽한 처방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다.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통해 통화를 평가절상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케인스에게 있어 통화
의 평가절상은 영국의 생산비용을 줄임으로써 상쇄되어야 할 터인데, 이는 오로지 실업을 더 증가시
켜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비판은《처칠씨의 경제적 귀결》
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 첫째로 그는 환율 회복을 위해 이자율을 활용할 때 초래되는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경고하였다.
둘째로 그는 비교역재와 교역재 간의 가격 차이가 가져올 혼란을 경고하였다3). 마지막으로 그는 노
동은 주요 비교역재이기 때문에 통화의 평가절상은 오히려 불황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케인스의 처방은 은행 이자율을 낮추고, 여신을 풀고, 미국으로의 금 유출을 장려
해서, 미국에서의 가격인상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케인스는《화폐론》
에서, 이자율은 통화 방어의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야 하고, 이윤을
회복하기 위해 임금을 강제로 낮출 수 없는 나라는 실중팔구 저고용의 덫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다. 여기서 그는 저축이 투자를 위한 자금을 자동적으로 조달한다고 보았던 고전적 견
해와 절연하고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빠지는 원인
은 저축률에 비해 투자 지출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국가 통화정책의 주된 목
적은, 장기적으로 적정한 가격수준에서 완전고용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했으
며, 이자율의 이러한 자율성은 오직 환율의 주기적 조정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인스가 서술한 사회적 교란 현상들은 반드시 은행 체제에 의한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
이션 조치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는 예컨대 검약 운동, 임금상승, 기업 신뢰의 붕괴와 같은
비화폐적인 힘들에 의해서도 격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통화 당국이 적절한 화폐량을
공급함으로써 그런 힘들의 영향을 중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3) 교역재는 수요와 공급은 세계의 경제적 상황에 순응해야 한다. 즉 교역재는 국제시장에 의해 신속하게 가
격을 대응한다. 그러나 서비스를 비롯한 비교역재는 교역재의 가격에 맞게 자동으로 그 가격이 조절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금본위제로의 회귀는 교역재의 신속한 가격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가격 변동을 보이는 비교역재에서 오는 국내의 가격 혼란을 야기한다고 케인스는 경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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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황
1929년 여름, 어느 누구도 세계경제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월가의 주가가 고
공행진을 계속하였고, 미국인들은 번영하였다. 그러나 월가의 붕괴는 결국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공
황을 촉발했다. 공황에 대한 그의 설명에 따르면 1925~28년 호황의 주된 특징은 이자율이 아주 높
은데도 새로운 실질투자를 위한 차입 의지가 엄청났다는 점이었다. 그로 인해 건설, 전화(

), 도로

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기반을 둔 번영은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뒤이어 다가온 공황은 과잉투자가 낳은 불가피한 반작용 때문이 아니라 보기 드물게 멍청한 짓 때
문이었다. 기업의 상황은 이자율 하락을 요구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월가를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이자율을 올렸다. 매우 비싼 미국 화폐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서로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이자율의 증가는 미국 화폐의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이는 미국 외의 지역의 국가들에게서는
투자 혹은 투기의 적절한 시기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자금이 내수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금융시장에 투기하는 투기 자금이 되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
이에 계속해서 투기 자금이 해외 채권으로부터 월가로 몰려들었다. 일단 쇠락이 시작되자 그것은 누
적적으로 힘을 더해 갔다. 이것이 공황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다.

■《일반이론》
과 뉴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이 주는 주된 매력은 거기에 담긴 실천적 유용성에 있다. 이
책의 핵심에는 산출과 고용의 통합 이론이 있다. 케인스는 경제를 지출의 총량적 흐름이 가져오는
총 산출량으로 간주했던 최초의 경제학자였다. 산출과 고용은 공동체의 지출의 크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계정의 발달, 그리고 케인스의 이름에 따라다니는‘수요관리’정책 등은 케인스의
총량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빌려 고용이 지출에 의
존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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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무부가 빈 병들을 은행권 지폐로 채워서, 폐광 지역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땅 표면까지 마
을 쓰레기로 메우고는, 익숙한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사기업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시 파내도록 한
다면… 더 이상 실업은 필요 없어질 것이다.”

케인스가 이룩한 혁명적 업적은 불완전고용 균형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
원의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자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케인스는 이러한 문제가‘불확실성’
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해 일종의 항구적인 두려움
을 안겨주고, 이는 다시 경제발전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그에게 불황은 사람들의‘불확실한 기대’
를
제거하기 위해‘유효수요’
를 창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했다. 나아가 이는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새
로운 균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케인스에 의하면 고용은 유효수요에 달려 있
으며, 유효수요의 창출은 수요관리 정책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1933년 루즈벨트는 불황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불황을 격퇴하기 위한 전시비상조치권을 요구했
다. 이러한 개입은 어떤 일관된 구상에 의한 것도, 케인스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불황을 타개하
기 위해‘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
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시장의 회복을 바라던 사람들은 점
차 케인스의 지출이론에 기대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고, 이에 케인스는 자신의‘유효수효
이론’
을 통해서 뉴딜에 개입하게 된다. 그것이 케인스에 의한 것이든,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 후 경제는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체제
불황의 기억을 망각하고 세계는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케인스에게 전쟁은‘선한 삶’
을 파괴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었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전비 조달에서도 케인스는 자신의 유효수요이론에 근거하여, 전비는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아닌 소비를 억제하는‘강제 저축’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수요를 통제할 수 있으며, 전후 나타날 인플레이션 조세로 인한 경제의 불균형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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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은 전쟁은 이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전쟁
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는 케인스를 마지막 경제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케인스는 전쟁의
청산을 위해 전후 세계경제 체제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역사에 탄생한 것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비롯한 브레튼우즈 체제였다. 이러한
전후 체제는 실제로 케인스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케인스가 전후 질서를 구상하고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 맺음말
세계의 금융위기와 함께 사람들의 이목은 다시 한번 케인스의 부활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케인스
주의를 공공부문의 실패, 즉 정부 실패의 주범으로 치부하였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항상 케인스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과연 케인스는 새로
운 금융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케인스에게서 미래 희망의 열쇠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20여 년간에 걸쳐 케인스의 일생을 구성하면서, 항상 케인스의 실천적 이성에 대해서 감탄
해 마지않는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세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케인스가 우리에게 준‘실천성’
에
주목하는 것이다. 케인스가 주고자 한 커다란 교훈은‘경제의 자동 조절장치는 굼뜨기 때문에 위기
의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이다.
위기라는 안대에 눈을 가린 우리에게 케인스의 이론은 굉장히 매혹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경제가 과거에 케인스가 살았던 경제와는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케인스 이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
다. 케인스의‘실천성’
과 그의 이론에는 주목하되 우리가 처한 경제의 위기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면밀한 이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케인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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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김기선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독일 기업의 하소연이 점점 커지고 있
다. 특히 기계 및 IT분야에서 인력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민경제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독일로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질의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를 충
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현재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보다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
되어야 향후에도 독일 내 현재 수준의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경
제의 성패가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근로자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현재 독일은 -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 향후 발생 가능한 두 개의 시나리오의 중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 향후 10년 안에 필요한 수만큼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업률을 낮
추는 데 성공하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지속됨과 동시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1)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는 자못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글에서는

1)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Allianz zur Beratung der Bundesregierung in Fragen des
Arbeitskräftebedarfs”,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32712/property=pdf/a165__
allianz__zur__beratung__der__bundesregieru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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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부족에 대처하고자 하는 독일 정부 나름의 대응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강화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디까지나 국내에 거주하는 인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내 실업자 수는 350만 명을 넘고 있다. 이들
인력에 대해 적절한 직업교육 및 직업능력향상훈련을 할 수 있다면야 전문인력난의 해소와 실업
률의 감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2008년 독일 정부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제도 및 직업훈련
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련의 정책프로그램(Qualifizierungsinitiative für Deutschland)을 제시한 바
있다.2) 이들 정책의 현실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협조 또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
문에, 2008년 8월 22일에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대표 간의 범정부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3)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합의되었다.
교육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향후 2015년까지 독일 내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비용을 전체 국민순생산의 10%로 늘리기로 하였다.4) 또한 연방정부는 장학금지원 및
대학 내 정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제도의 확충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학교 졸업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15
년까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의 수를 현재의 8% 수준에서 4%로,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성
인의 비율을 17%에서 8,5%로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5) 이와 더불

2) 연방정부 홈페이지 2008년 1월 9일자 언론보도,“Mehr Fachkräfte und bessere Bildungschance”
,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8/01/2008-01-09-mehr-fachkraefteund-bessere-bildungschancen.html.
3) 연방교육∙연구부 홈페이지,“Aufstieg durch Bildung - Die Qualifizeirungsinitiative für Deutschland
“, http://www.bmbf.de/pub/beschluss_bildungsgipfel_dresden.pdf.
4) 연방교육∙연구부 홈페이지, Aufstieg durch Bildung - Die Qualifizeirungsinitiative für Deutschland,
S. 6. http://www.bmbf.de/pub/beschluss_bildungsgipfel_dresd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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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6)
직업훈련보너스제도(Ausbildungsbonus)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하
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상당수의 청소년이 직업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받을 일자리를 찾
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당 기간 직업훈련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고 있는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는 정부로부터 1회에 한해 4,000~6,000 유로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보너스는 두 단계에 걸쳐 지급된다. 사용자는 시용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보너스
의 50%를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지원을 받은 직업훈련생이 졸업시험을 신청한 시점에 지
급되게 된다.7) 이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0년까지 10만 개의 직업훈련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8)
전문인력의 양성은 대학 이상의 교육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을 받는 자의 수를 늘려나
가기로 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학 진학자의 비율을 그 해 졸업자의 평균 40% 수준으로 끌
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9)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식사회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학교 또는 대졸 이후의 직업능력
향상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독일 근로자의 직업훈련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사회 각계와 공동으로

5) 연방교육∙연구부 홈페이지, Aufstieg durch Bildung - Die Qualifizeirungsinitiative füDeutschland, S.
http://www.bmbf.de/pub/beschluss_bildungsgipfel_dresden.pdf.
6) 2008년 12월 19일의“노동시장정책의 재정비를 위한 법률(Gesetz zur Neuausrich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에 의해 실업학교 졸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
다. 이에 관해서는 김기선,「노동시장정책의 재정비를 위한 법률」
『국제노동브리프』
,
2009년 1월 참조.
7)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8년 7월 4일자 언론보도,“Start für den Ausbildungsbonus”,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26426/2008__06__05__ausbildungsbonus.html.
8)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8년 7월 4일자 언론보도,“Start für den Ausbildungsbonus”,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26426/2008__06__05__ausbildungsbonus.html.
9) 연방교육∙연구부 홈페이지, Aufstieg durch Bildung - Die Qualifizeirungsinitiative für Deutschland,
S. 12. http://www.bmbf.de/pub/beschluss_bildungsgipfel_dresden.pdf.
10) 연방정부홈페이지 2008년 1월 9일자 언론보도,“Mehr Fachkräfte und bessere Bildungschance”
,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8/01/2008-01-09-mehr-fachkraefteund-bessere-bildungschanc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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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준으로 43% 수준인 직업능력향상훈련의 참여비율을 2015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였다.11)

■ 이주근로자의 활용
독일 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대졸 이상 학력자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장래의 인력난의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해외 전문인력의 이주를 통한 인력공급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해외 전문 인
력의 이주를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요구
에 일정 정도 부응하고 있다.
2009년 1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독일로의 이주 및 고
용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12)
- 유럽연합회원국 내의 대학졸업자 및 그 가족
- 연( ) 소득이 68,400 유로를 넘는 독일 내 직장을 제의받은 전문인력, 특히 전문가 및 고위 관
리직
- 기업집단(Konzern) 내의 전직에 의해 독일에서 근무하게 된 고위관리직 및 기업과 관련한 특
수한 지식을 가진 자 및 그 가족
- 독일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전공과 자격에 상응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독일 기업 내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독일 내 외국인 학교의 졸업생

11) 연방교육∙연구부 홈페이지, Aufstieg durch Bildung - Die Qualifizeirungsinitiative für Deutschland,
S. 14. http://www.bmbf.de/pub/beschluss_bildungsgipfel_dresden.pdf.
12)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Fachkräfte für Deutschland”, http://www.bmas.de/coremedia/
generator/ 30632/property=pdf/a386__fachkraefte.pdf.
13)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Arbeiten in Deutschland”
,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
31044/ property=pdf/a387__fachkraefte__arbeitnehm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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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사무소의 사전심사에 의해 독일 내 이주 및 고용이 허
용될 수 있다(소위 Vorrangprüfung).13)
- 기타 제3국의 대학졸업생
-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의 국적자로서 독일 내 3년의 직업훈련을 전제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
한자

노동사무소는 해당 일자리의 고용에 있어 취업에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심사
한 후,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고용을 허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업에 있어 우선
권을 가지는 자는, 독일 국적자, 유럽회원국 내의 국적자, 스위스 국적자, 독일 내 취업에 제한을 받
지 않는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의 국적자 및 기타 국가의 국적자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력에 의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허가
를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일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해 열약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에 의해 독일 내 임금덤핑이 발생하
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문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사회집단과의 협의
독일 정부는“독일 내 전문인력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근로 이주의 기여(Beitrag der
Arbeitsmigration zur Sicherung der Fachkräftebasis in Deutschland)”
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노동력 수요의 충당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중요 집단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
의한 바 있다. 독일 정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는 2009년 3월 30일“노
동력수요문제에 관해 독일 정부의 협의를 위한 공동체(Allianz zur Beratung der Bundesregierung in
Fragen des Arbeitskräftebedarfs)”
를 소집하였다.14) 이 모임에는 정부의 해당 관련부처 이외에 노동

14)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9년 3월 30일자 언론보도,“Allianz für Arbeitskräfte”,
http://www.bmas.de/ coremedia/generator/32698/2009__03__30__allianz__fuer__arbeitskraef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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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용자단체, 경제∙산업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에 참여하였다.15)
이 모임은 앞으로 독일 내 노동력 수요에 관한 공개적 토론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게 된다. 이 모
임의 가장 큰 목적은, 전문인력난의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독일 노동시장에
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요의 충족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지에 관
한 제안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16) 이 모임은 그 첫 번째 보고서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
게 된다. 그 이후로는 매년 보고서가 제출된다.17) 독일 정부는 이에 의해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논
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18)

■ 맺음말
고도화된 산업국가에서 단순업무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전문직 인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의 원동력도 개개 근로자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개개 전문직 인력의 능력이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뜻하기도 한다. 독일의 고민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나름의 해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독
일과 마찬가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한다.

15)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9년 3월 30일자 언론보도,“Teilnehmerliste ”Allianz für
Arbeitskräfte
“,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32716/2009__03__30__arbeitskraefte
allianz__teilnehmer__auftaktveranstaltung.html.
16)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Allianz zur Beratung der Bundesregierung in Fragen des Arbeitskräfte
bedarfs”
,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32712/property=pdf/ a165__allianz__ zur__
beratung__der__bundesregierung.pdf.
17)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9년 3월 30일자 언론보도,“Arbeitskräfteallianz ins Leben gerufen”
,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32720/2009__03__30__arbeitskraefteallianz.html.
18)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Allianz zur Beratung der Bundesregierung in Fragen des Arbeitskräfte
bedarfs”
,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32712/property=pdf/ a165__allianz__ zur__
beratung__der__bundesregieru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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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예산안과
노동시장 부흥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매년 3, 4월에 발표되는 정부 예산안은 한 해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추진되는 영국 정부의 핵
심 정책과 그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 진단, 해
법, 운용 계획 등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 후 발표되는 첫 번째 예산안이기 때문에, 영
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책과 그 실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올 예산
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소개할 만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정 살림 회복 및 국가 경
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현 예산안에 반영된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시
작으로 세부적인 노동시장 부흥책 소개와 실업자 지원책, 노조 및 기업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2009년
영국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기로 한다.

■ 경제 현황 및 전망
영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들이 영국이 제2의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보도한
것에 반해, 영국 정부는 영국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의 일부분으로서 이해되야 하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상황이 알려진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국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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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2008년 4/4분기 1.6%, 산업 생산량은 4.5% 떨어졌다. 두 수치상으로만 비교했을 경우, 미
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후자가 18%나 감소한 유로화 지역에 비해서는 오히려 선전한 셈이다. 영국
의 경제위기는 2009년에 마이너스 3.2%의 성장률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같은
해 말부터 회복세를 띄어 2010년에는 1.2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1년에는 평소 수준인 3.5%
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IMF와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영국이 경제 회복을 더디게 점치
는 이유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 때문이다. 2010년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할 것
으로 전망돼 8.9%의 미국, 6.2%의 프랑스, 3.2%의 중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09년 예상
정부 부채는 1,750억 파운드(한화 350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과중한 부채 규모로 인해
영국 정부의 리스크는 심지어 일부 민간 기업들의 리스크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
는 현재 1.1%를 기록 중인 정부 지출 증가율을 2011년에는 0.7%까지 내리고, 부채의 절대 규모도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줄여 2013년에는 970억 파운드(한화 194조 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
다. 따라서, 현 경제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편이다. 경기 부흥 및 실업 인구
지원을 위해 공공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적체된 정부 채무가 위험한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어 이마
저 쉽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 구제, 실업대책, 일자
리 창출 등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 불황 탈출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

■ 노동시장 및 서민경제 보호책
구직 및 직업훈련지원책
지난 6개월 사이의 영국 노동시장 상황은 참담하였다. 2008년 말부터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와
파산, 정리해고로 인해 매달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결과로 현재는 1970년대 말 이래로
처음이라는 실업자 200만 시대를 맞게 됐다. 하지만, 실업의 행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9년
말까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2008년 1월 까지만 해도 32년
만에 실업수당 신청자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5월에는 피고용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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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장기적인 노동시장 호황에 익숙해져 있던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매
우 당황스러워했다.
예산안 발표에 앞서 늦가을에 발표되는 예산사전 보고서(Pre-Budget Report)는 주로 한 해 예산
운용에 대한 중간 보고 결과의 성격을 띄며, 추가적인 예산을 발표하는 기회로 이용되기 한다.
2008년 말부터 경제위기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고든 브라운 총리는 보고서를 통해 여러 가지
위기 대응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주로 기존 정
책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영 직업알선기관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에 13억 파운드(한화 2조 6,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그 기능과 네트워크 망을 정비해 쏟아
져 나오기 시작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으로 삼았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는 잡센터의 기
능을 십분 활용한 결과로 4명 중 3명의 실직수당 신청자가 6개월 내로 복귀하게 됐고, 지난 11월
이후로는 총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교육 훈련비 증액, 지역 기업들과의 취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2009년 예산안 발표에서도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조치보다는 정부의 구직보조 서비스 강화와
교육훈련 지원이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실업대
책 담당 부서인 노동연금부에 17억 파운드(한화 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잡센터가 개별
구직자들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장기 실업자에게 개인 맞춤형 구직, 교
육 훈련을 제공하는‘유연 뉴딜(Flexible New Deal)’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황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초기 근로 경험의 기회를 놓쳐 노동시장의
‘잃어버린 세대’
가 되지 않도록 이 연령층에 특별한 취업 지원을 약속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모든 실업자 중 12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장기 수령자들에게 최소 6개월간 일자리나 근로 관
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간호인 양성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약 5
만 명에게 간병훈련 및 경험을 제공키로 했다. 노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간호관련 산
업 분야도 성장할 전망이어서, 실업자와 성장 산업을 이어준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청년층을 직접 겨냥한 제도 외에도 장기 실업자 구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근로와 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신설키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파트너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분야 인원 확충시 25%는 장기 실업자로 채운다는 안을 가
지고 있다. 실업 증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을 보조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이상의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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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특별히 높은 지역들에 총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업이나 산업 전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고용을 일으키거나 유지시키는 방안들도 제시됐
다.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에 6억 파운드(한화 1조 2,000억 원)를 투자하고, 신성장 산업들에 2억
5,000만 파운드(한화 5,000억 원)를 지원해 2009~10 회계연도 중 직접 고용만 15,000명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이익과 상계해 법인세의 일부를 돌려
줄 계획이어서,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 가정 보호책
영국 정부는 실직자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복귀 전까지 가정 경제가 무
너지지 않도록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경제위기 심화 이후 순차적으로 기준 이자율을 낮춰 서민
들이 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주택 대출금 이자 부담을 낮춰, 약 450만 명이 한
달 평균 230파운드(한화 46만 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소
비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키려 노력했다. 기존
의 세제 제도의 유연성과 빠른 대응성 덕분에 위기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들은 세제상의 혜택
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세금 공제는 피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의 90%이상에 적용되고 있으
며, 아이가 없는 저소득 계층 150만 명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2008~9 회계연도에
는 40억 파운드(한화 8조 원)를 세금 공제 예산으로 추가 지출했다.
이번 예산안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가정경제 지원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한 예로, 피부양 아동이 2명 있는 부부의 수입이 25,000파운드(한화 5,000만 원)에서
10,000파운드(한화 2,000만 원)까지 떨어졌을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이 최대 주당 112파운드(한화
23만 원)에 달하고, 아동이 없는 부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다가 배우자 중 한 명이 실직할 경우 주
당 68(한화 14만 원)파운드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조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
해자들을 구제하는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 보충을 위해 오히려 세율을 강화하고,
소득 및 연금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연 수입 15만 파운드(한화 3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는 중이었고, 세율을 내년부터는 45%로 인상할 방침
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2011년 4월부터 50%로 올리기로 방침을 굳혔다. 법정 정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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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Statutory Redundancy Pay)도 주당 350파운드(70만 원)에서 380파운드(76만 원)로 인상될 예
정이다.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실직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회기금(Social Fund)
의 규모를 각각 2009~10년에는 1억 2,500만 파운드(한화 2,500억 원), 2010~11년에는 1억 4,500
만 파운드(한화 2,900억 원)씩 추가시키기로 해, 향후 2년간 약 200만 건의 추가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은행들의 부실경영 결과가 서민들에 대한 대출 봉쇄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신협 등과 같은 제3금융권을 통해 약 8만 5천 건
의 추가 서민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장 기금(Growth Fund)에 1,875만 파운드(한화 375억 원)
를 2011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2006년 4월부터 정부는 1:1 가구 부채 관리 조언 서비스에 1억
3,000만 파운드(한화 2,600억 원)를 투자해 왔고, 약 19만 3,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산
전 보고서에서 조언 서비스에 추가적인 지원을 발표했고, 2009년 2월 이후에만 1만 8,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됐다. 근로 연령(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부모가 조손들을
돌볼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기본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연금 수
령자에 250파운드(한화 50만 원), 80세 이상에게는 400파운드(한화 80만 원)의 일시금을 지불하고
있는 한시적인 동절기 난방보조금을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와 소비침체로 물가상승
률이 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기본 국민연금 수령액을 물가상승률에 상관없이 최소 2.5% 올리
기로 했다.

■ 예산안에 대한 반응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작년에 비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긴축 재정을 펴기로 한 점에 대해
노조들과 여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노조는 재난 수준에 가까운 공공지출 삭
감이라고 평하고, 긴축재정의 정도가 1980년대 대처 정부 때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존 맥도
넬 노동당 의원은 브라운 총리가 발표한 160억 파운드(한화 32조 원)에 이르는 정부 자산 매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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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사유화 계획 등은 대처 정부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이며, 결
과를 알 수 없는 무분별한 사유화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에 반대를 표명한 9개 노조 중 가장 큰 규모로 맏형격인 공공상업노조(PCS)의 마크 서워카 의
장은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할 때 그 규모를 더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공공지출 삭감 반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총연맹(TUC)의 브렌든 바버
의장도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민간 분야의
수요는 무너지는 상황에서 공공지출 축소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이에 반해 최대 노조인 유나이트
는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수십년간 가장 박한 예산안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번 예산안을 통
해 노동당이 일자리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제, 국
유 재산의 처분, 고용에 대한 조치는 노동당을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편에 서게 했다고 평하면서
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 1 야당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론 당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부채에 대
해 정부를 비난하며, 경제정책 실패로 곧 실정할 노동당이 물러날 때까지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산업연맹(CBI)의 리차드 램버트 이사장은 이번 예산안이 확실한 경제회
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일단 연맹의 사전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연맹의 존 라이트 의장도 일자
리 창출에 전념하는 예산안을 환영하지만,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
한 배려는 전무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영국 상공회의소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의장은 정
부가 불황 탈출의 열쇠를 기업들이 쥐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담은 조치들을 예산안에
담았다는 평가를 냈다.

■ 맺음말
금년의 예산안은 영국의 경제상황과 정부가 대면하고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야당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노조들과 여당 내부에서 마저 경제를 자극하고, 경제난을 맞이
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실 은행 인수 등으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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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늘어난 정부 부채 때문에 자칫 국가부도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어서 손을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재원 부족 때문인지, 예산안 속의 노동시장 부흥책이나
실업가정 지원책 또한 큰 실효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취업 개선책도 기존의 구직보조 서비스 강화
나 교육훈련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어, 상황은 위기인데 해결 방법은 평시와 다를 바 없다는 비
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나마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책이 시원치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
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조금 높여봤자 예산의 바다에 떨어지는 빗물 한 방울 정도의 효과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정부 부채가 4년 안에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2년
이면 경제성장률이 예년 수준을 회복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국인은 별로 없을
듯싶다.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영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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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경제지표의 하나인 구매력(le pouvoir d'achat)의 일반적 개념은 실질처분소득에 관련된 것으로서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임금으로 대표되는 활동소득과 이
자나 집세 등의 재산소득 그리고 사회보장지급금 등이 포함될 것이다1). 그러나 임금 개념과 관련된
구매력은 임금 단위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물가와 임금수준에
관련된다. 이 개념은 프랑스의 고용 및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노동
조합의 각종 투쟁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슬로건이기도 하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 많이 일하고 더 많
이 버는> 노동정책 역시 구매력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취임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러한 노선에
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그 정책들의 내용과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07년 이후로 등장한 구매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구매력의 개념은 프랑스정부 경제통계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see.fr/fr/publications-etservices/default.asp?page=dossiers_web/pouvoir_achat/revenu_pouvoir_dachat_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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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현황 및 전망
고용 및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
2007년 8월 21일자 고용 및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Loi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 : principales mesures sociales, n�
2007-1223), 소위 TEPA법은 제1조에서“노동수
입의 본질적인 증대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늘
리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비용을 줄여주는 것”
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제 개편사항과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 계산방식의 개정 그리고 활동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의 시험적 도입 등에 관한 사항들이 구매력 향상을 위한 사회
적 조치들로 규정되었다.

- 초과근로시간제 개편
우선, 동 법률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초과 및 보충근로시간에 대해서 수입에 따라 비례적으로 사
회보장부담금의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농업, 대인서비스 종
사자, 개인에 의한 고용자, 양육보조자, 연 단위 근로자 등 사적 영역의 근로자들 전체이다. 한편 감
면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는 좁은 의미의 초과근로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의 보충근로
시간, 선택근로시간, 초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시간, 추가적 근로시간(temps de travail
additionnel) 및 휴일 포기에서 나오는 근로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시
간 전체에 대하여 사회보장부담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감면율은 21.46%로 이는 사회보장
부담금의 전체를 면제해 주는 수준에 달한다2).

2) 프랑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주당 4시간을 더 일할 경우, 매달 거의 200유
로 정도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Campagne de communication sur les mesures en
faveur du pouvoir d'achat”
, 2008년 7월,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www.mesurespouvoirdachat.gouv.fr)
참조,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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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자들은 감면 영역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장부담금의 정액 감
면을 받는다. 동 감면 조치는 근로자가 사회보장부담금의 면제를 받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독립
적으로 적용되며,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사적 영역에서 실업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국영기
업 및 상공업 분야의 공공사업장 및 지역공동체가 다수 참여하는 형식의 경제공동체, 선원, 광부
등 사회보장 특수체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단, 동 감면은 초과근로시간이
나 초과된 것으로 간주된 근로시간 및 선택근로시간에 적용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보충근로시
간은 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되는 금액은 20인 초과의 기업에서 시간당 0.5유로, 20
인 이하의 기업에서 1.5유로이다.
또한 법률은 중소기업에서의 초과근로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근로자 20
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2005년 3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초과된 근로시간 중 첫 4시간은 일반
규정에 따른 25%가 아닌 10%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에 의하여 2007년 10월 1일
부터 첫 8시간에 대한 25% 비율이 똑같이 적용되게 되었다.

- 사회보장부담금 계산방식 개정
기존 사회보장법 L.241-13조에 의해 규율되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부담금 감축 계산
방식이 개정되었다. 개정법률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에 의하여 증가되는 임금이 더
이상 감면율을 감소시키지 않게 되었다. 즉 앞으로 초과근로시간에 의하여 증가되는 임금은 감면
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 평균 시급에서 고려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동 조치는 그 동안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커졌던 사용자들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덜어서 더 많은 근로시간
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 활동연대소득제도의 도입
동 조치는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에 대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RMI(Revenu minimum d'insertion, 기초생활수당) 혹은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편부모수당)의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 조치에 의하면 수령자는 부양가족 수나
경제활동, 직업훈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장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액을 수당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54_

2009년 5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한편, TEPA법은 동 조치를 특정 지역에서 3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
으나, 최근「활동연대소득제도의 일반화 및 편입정책 개혁에 관한 법률3)」및 그 행정명령4)은 활동
연대소득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체로 넓히는 한편, 시행조치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
2008년 1월 31일 채택된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Loi pour le pouvoir d'achat n�
2008-111)은
2007년도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이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근로시
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과 근로자의 기업이익분배권제도 개편, 그리고 특별보조금 지급이 그것
이다.

- 근로시간 증대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증대를 위한 조치들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35시간제를 위하여 설정된 근로시간 단축일(jours de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연단위 근로일산정개별협약(conventions de forfait en jours)의 휴가일, 휴가적립제5)(le compte
épargne-temps)에 의해 발생한 휴가일 등에 상당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한편, 초과근로시간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증가 대상이 아니라 대체보상휴가의 형태로 주
어지는 기업의 경우, 법률은 근로자가 이 휴가를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동등한 수준의 임금인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인상분에는 TEPA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 LOI n�2008-1249 du 1er décembre 2008 généralisant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et réformant
les politiques d'insertion
4) Décret n�2009-404 du 15 avril 2009 relatif a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5) 노동법전 L.31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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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익분배권 행사 조건 완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기업이익분배협약에 의하여 경영참여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노동법전은 동 권리 발생 후 5년간은 행사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그 이전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그런데 이번 조치에 의하여 근로자는 1회에 한
하여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순 청구만으로 기업의 수익에 대한 몫을 1만 유로 한도 내에
서 지급받을 수 있다. 동 조치는 2008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 조치로서 관련된 액수는 약 120억
유로로 추산되었다7).

- 특별보조금 지급
위 기업이익분배협약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만 그 체결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
다. 그리하여 위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50인 미만의 기업, 즉 기업이익분배협
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법률은 별도의 협약 체결의 방법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유로까지의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2008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
조치로서 그 금액조정은 협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 자격, 직급, 근로기간, 연공이나 회사 출근
기간 등의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2008년 8월 20일자 사회민
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Loi portant rénovation de la démocratie sociale et
réforme du temps de travail, n�2008-789)이다. 동 법률은 1998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주당 법
정근로시간제8)의 역사를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6) 노동법전 L.3311-1조 이하 참조. 선지급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노동법전 R.3324-22조
는 결혼, 해고, 퇴직, 장애사유 발생, 사망, 주택구입이나 조기퇴직 등을 들고 있다.
7)《Campagne de communication sur les mesures en faveur du pouvoir d'achat》
, pp. 10.
8) Loi n�98-461 du 13 juin 1998 d'orientation et d'incitation relative à la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Loi n�
2000-37 du 19 janvier 2000 relative à la réduction négociée de la durée du 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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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래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나, 동 법률에 의하여 연간 추가 가능한 근로시간
(contingent annuel d'heures supplémentaires)의 결정에 있어 각 기업단위 협약이 우선권을 갖게 되었
다. 이들 노사협약은 초과근로 관련 조건들과 이에 대한 보상휴가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게 되었으며, 근로시간 변경 관련 조건이나 예고기간 등 근로시간의 조정과 관련한 폭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단위 근로시간 산정과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규정들이 단순화되었다.

노동소득을 위한 법률
2008년 12월 3일자 노동소득을 위한 법률(La loi en faveur des revenus du travail, n�20081258)은 구매력 향상을 위한 이전 법률들과 같은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
로자의 구매력 지지를 위한 이익배당, 참여, 임금 저축 시스템의 개선,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현대
화,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조건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기업이익분배 참여에 있어서 그에게 배분된 금액을 세제혜택을 받고 유
지할 것인가 즉시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할 전문가 그룹을 새로 조직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
에 관하여 기업 내 연간 협상에서 그 조건을 정하고 산별협정 최저임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적
절화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평가 및 전망
이처럼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대략 근로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과 세금을 줄이는 것의 두 가지 수단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들이 실제 구매력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실제 이들 조치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는 시행된 지 1년
만에 그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 2007년 10월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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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혜택을 받은 월급제 기업은 전체의 38%였으나 이는 2008년 6월 55%까지 늘어났다. 10인 초과
기업에서 근로자별로 행해진 초과근로시간의 평균 역시 20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0% 증
가했다. 그리하여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감면액은 약
33억 유로, 소득세 감면 규모는 2억 2,300백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프랑스 정부의 뚜렷한 정책노선이 표명된 이상 그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대다수의 조치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최근의 금융경제위기와 그
로 인한 고용수준의 악화는 이러한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더욱 쉽지 않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도 법률에 의한 임시적 조치들이 효력을 다하는 연말이 지나고 나서야 이들
조치가 실질적으로 구매력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 2008년 8월 21일자 고용부 장관 담화문,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참조
10) 정부 보고서,《Mise en oeuvre de l'article 1 de la loi TEPA - heures supplémentaires》
, 1월 29일자
참조. 소득세 감면은 2008년도분(2007년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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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인도경영대학원(IIM)
International Labor Trends
취업 경향과 취업 전략 변화
국제노동동향 ④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3월 인도 언론에는 인도경영대학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IIM)의 취업 현황이 앞다
투어 보도되었다. IIM은 유망주들을 최고의 경영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로 육성하고 인
도 각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도 7개 지역에 설립된 국립경영대학원이다1). 현재
IIM은 경영 분야 인재 양성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IIM은 신흥 산업 분야의 조사 및 연구와 각 산
업의 컨설팅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타 경영대학에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질적 향상을 돕고 있
다. 인도 정부는 제1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2012년까지 추가로 7개 지역에 IIM 설립을 논의 중에 있다.
각 지역 IIM은 주변 지역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프
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돕는 한편 다양한 취업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인도의 경제성장은 이들의 취
업 경향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동안 IIM 졸업생은 IIT(Indian Institution of Technology) 졸업생과 함
께 최고의 대우을 받으며 인도 국내외 기업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경제
침체는 인도 국내외 기업에 타격을 입혔고 올해 IIM 졸업생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 지역
IIM은 지난 3월 최종 취업이 끝나자 이를 분석하여 2010년 취업 전략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 글에
서는 올해 IIM 취업 경향과 취업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도 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education.nic.in/tech/tech_over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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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IIM2)
IIM은 콜카타(IIM-Calcutta)3), 아메다바드(IIM-Ahmedabad), 방갈로르(IIM-Bangalore), 러크나
우(IIM-Lucknow), 코지코데(IIM- Kozhikode), 인도라(IIM-Indore), 실롱(IIM-Shilrong) 순으로 설
립되었다. IIM 입학시험은 보통 11월 각 지역 IIM에서 치러진다. 전체 정원 1,700명에서 23%는 소
외 계층의 제한 경쟁으로 입학시험을 치른다. 2008년의 경우 자율 경쟁 1,350명 정원에 30만 명이
지원했다.
IIM은 국립경영대학원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각 지역 IIM이 완벽한 자율운영권을
갖는다. IIM은 경영관리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되며, 박사과정은 기본적으로 연구활동
에 참여한다.
각 지역의 IIM은 아래와 같다.
- IIM-C는 1961년 MBA과정을 개설한 인도 최초의 국립경영대학원으로, MIT와 웨스트뱅갈
주 정부, 그리고 포드 재단의 합작으로 콜카타에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컴퓨터산업 경영
(Computer-aided management) 특화로 유명하며, 각종 사회단체들의 무료 컨설팅 업무를 진
행하고 있다.
- IIM-A는 1961년 구자라트 주정부와 인도 정부의 지원으로 아메다바드에 세워졌으며, 초기에
는 하버드 경영대학의 지원을 받았다. IIM-A는 세계화 노력으로 IIM 중 가장 먼저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으며, 농업, 교육, 건강, 교통, 인구, 에너지, 공공행정 경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다.
- IIM-B는 IIM-C, A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새로운 IIM 설립이 요구됨에 따라 1973년 설립되었
다. IIM-B는 소프트웨어 기업경영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특화된 경영대학원이다. IIM- B는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년 집중과정을 운영한다.
- IIM-L은 1984년 설립되었고, 과학분야 경영관리에서 특화되어 있다. IIM-L은 2007년에 행
정관리 분야를 특화시켜 수도 근교의 노이다(Noida) 캠퍼스를 개교하였다. IIM-L 노이다 캠

2) 인도 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각 지역 IIM 홈페이지, 신문 보도자료 참조.
3) 캘커타(Calcutta)는 2001년에 전통 명칭인 콜카타(Kolkata)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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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는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IIM-K는 1996년 께랄라 주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IIM-K는 2001년부터 직장인을 위
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IIM-K는 사회적인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센터
를 설립하여 이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돕고 있다. IIM-K는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교내 외에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인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
였다4).
- IIM-I는 1998년 인도라에 세워졌다. IIM-I 에는 직장인을 위한 단기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IIM-I는 사회와 경영을 연결시키는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위산업 경영과정을 설립하
여 국방부 관리 양성을 특화하였다5).
- IIM-S는 2008년 인도 동북부 지역에 설립된 경영대학이다. 지역적 평준화를 지향하는 관점
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

IIM은 지역 평준화에 대한 노력으로 인도 각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지역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다. 또한 산학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취업을 돕고, 기업체는
필요한 이론을 지원한다. 모든 IIM들은 유럽 및 미국의 유명 경영대학원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 인도 IIM 취업 전략6)
IIM은 학생들의 취업을 전담하는 취업위원회(placement committee)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취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취업위원회는 기업체 및 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재학생의 취업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IIM 채용은 조기 취업, 경력자 취업, 최종 취업으로 분류된다. 조기 취업은 기업이 여름 인턴십에

4) http://www.iimk.ac.in/wto/
5) http://www.iimidr.ac.in/iimi/pages/institute/our-programme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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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채용이 결정된다. 조기 취업은 9월에서 최종
취업 기간 이전까지 약 6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경력자 취업은 기관 및 기업체 경험이 있는 IIM 재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자 취업에서 재학생은 중간관리자뿐 아니라 상급관리자 자리를 제안
받기도 한다. 최종 취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캠퍼스 채용이다. IIM의 캠퍼스 채용 과정은 아래와
같다.
- IIM 취업과에서 각 기업체나 기관에 캠퍼스 채용에 관한 안내서를 보낸다.
- 기업은 캠퍼스 채용 안내서에 첨부된 서류 양식을 작성하고 취업과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을 취업과로 보낸다.
- 기업과 기관을 확정한 이후 기업체의 박람회 참여 날짜를 정한다.
- 기업들은 IIM을 방문하여 기업의 실적과 채용조건, 역할 및 보수, 앞으로 발전 가능성 및 경력
사항에서 유리한 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 기업들의 정보는 졸업생들에게 전달되고 졸업생들은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 지원자의 서류가 각 기업체에 전달된다.
- 기업체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 측에서는 그룹 토론과 인터뷰를 준비한다.
- 기업체는 자신들이 배정받은 날짜에 캠퍼스를 방문하여 테스트와 그룹 토론 및 인터뷰 등 채
용 절차를 진행한다.
- 최종적으로 회사는 학생들을 채용을 결정하고 학교 취업과에서 이를 전달한다.

6) IIM 채용 전략과 2009년 취업 현황은 각 지역 IIM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www.iimahd.ernet.in/latest/iim_placement.htm
http://www.iimahd.ernet.in/recruitment/recruitment_reprocess.htm
http://www.indiaeducation.net/IIM/kozhikode/placements.asp
http://www.iiml.ac.in/placements_placements_process_rules.htm
http://www.iimcal.ac.in/corporates/recprocess.asp
http://www.iimidr.ac.in/iimi/pages/corporates/placement-calendar.php
http://www.iimk.ac.in/placement/pgpplacement-calender.php
www.iimidr.ac.in/iimi/media/pdf/IIMI_Placement_Report_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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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M은 기업을 분류하여 캠퍼스 채용박람회 날짜를 배정한다. 채용위원회는 기업에 참여 날짜를 3
주 이전에 미리 통보하며, 기업은 배정된 날짜를 바꿀 수 없다. 날짜에 따른 기업체 배정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권한에 달려 있다. 채용박람회 첫 날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체에 배정된다.
캠퍼스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가비와 채용비를 IIM에 지불한다. 각 IIM은 기존에 산정
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참가비를 산정한다. 채용비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을 몇
명 채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인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IIM-A의 경우 채용박람회 기간에 참가비와 채용비 명목으로 Rs. 2crore7)의 수익을 얻었고, IIM-B,
IIM-C는 대략 Rs. 1crore 정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

■ 경기침체와 IIM 취업 경향 변화
인도 인적자원부로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명성 면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IIM-A, B, C는 취업에서 경쟁 심화를 막기 위해 상호 협의하에 채용박람회 날짜를 조정했었다. 그
러나 IIM-C는 올해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고 예년보다 채용박람회 개최 날짜를 앞당겼다. 경기침
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IIM이 예년과 같은 100% 취업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 박람회 기간 연장
예년에는 취업박람회 2~3일 동안 대부분의 졸업생이 취업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박람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이 남아 있다. 박람회 마지막 날까지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이
생기자 IIM들은 학교 채용박람회 기간을 이틀에서 일주일을 더 연장하였다.

7) 한화 약 5억 3,566만 원.
8) 이는 IIM 일년 전체 수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The Economic times 2009년 1월 25일자,
“Companies seek placement fee waiver, IIMs reluctant”http://www1.economictimes.indiatimes.
com/articleshow/4028278.cms?flst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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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감소
올해는 IIM에 제공된 일자리 수가 예년의 1/3로 줄어들었다. IIM-K의 경우 작년에는 177명의 졸
업생들에게 405개의 일자리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185명의 졸업생이 190개의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조기 취업률 저조
올해 조기 취업률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거나 일부는 채용이 취소되었다. IIM-K는 여름 인턴십
이 끝나고 각 기업에서 56명에 대한 취업을 제안받았다. 이는 작년 153에서 1/3로 줄어든 것이다.
IIM-B의 경우에도 인턴십 이후 기업들이 70명에 대한 조기 취업을 제안했으나, 이후 이 중 15명
의 조기 취업제안을 취소하였다.

졸업생 평균 연봉 감소
2008년에 졸업생에 비해 2009년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20~30% 정도 감소했다. IIM-C는 올해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작년 평균 연봉 Rs.16.4lakh9)에서 23% 하락했다. IIM-A의 경우 작년 국내
기업 취업자 평균 연봉은 Rs.17.85lakh이었는데, 올해 국내 기업 취업자 평균 연봉은 Rs.12.17lakh
로 25% 감소했다. IIM-K의 경우 졸업생 평균 연봉이 30% 감소하였다.

분야별 취업 경향 변화
IIM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변화가 생겼다. 올해는 공통적으로 컨설팅과 금융부문의 채용
비율이 줄었다. IIM-L과 IIM-A은 금융권으로의 취업 비율이 떨어졌고, IIM-K도 투자은행으로의
취업이 줄었다. IIM-B 채용 담당자는 금융권의 채용 자체가 줄어들었으며, 기존에 이 분야에 취업
해 있던 졸업생의 해고로 이 분야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밝혔다. IIM-C의 경우는 금융권 취업
이 6% 늘었다. 이는 국영 은행에 취직한 졸업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컨설팅과 금융부문의 채용
이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마케팅 분야의 채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9) Rs.10 lakh = 26,830,000(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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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취업 비율 증가
외국계 기업의 취업이 줄어든 반면 국내 기업의 취업이 늘었다. IIM- A 작년 졸업생 65%가 인
도 국내 기업에 취업했던 반면, 올해는 졸업생 85%가 국내 기업에 취업했다. IIM-K도 작년에는
23명이 해외기업에 취업했으나 올해는 10명이 취업했다10).

공기업 취업 증가
각 지역 IIM 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기업의 캠퍼스 채용박람회 참여도 20~30% 늘어났다. 경기호
황일 때 사기업에 밀려 IIM 졸업생을 채용하지 못했던 공기업이 올해 채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경기침체로 공기업(PSU)의 인기가 높아지고 능력 있는 졸업생들이 공기업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컨설팅 및 금융부문의 참여가 저조하자, 공기업 은행권이 주목을 받았으며, 제조업 부문
공기업에서 마케팅 분야 중간관리자급을 채용했다.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증가
취업박람회 기간을 연장하자 참여기업이 늘었다. IIM-A의 경우 작년 90여 개 회사가 참여한 반
면 올해는 109개 회사가 참여했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채용인력 자체는 줄었지만 참여기업들은
오히려 늘어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있었다.

■ 취업 전략 변화
2009년 최종학교 취업이 끝나고 IIM 내부에서는 취업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졌다11). 이에 따라 IIM은 2010년 취업 시즌을 대비하여 채용 과정 및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

10) 반면 IIM-I은 지난해에 비해 IT업계 외국 기업의 채용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졸업생의 외국계 기업
취업이 늘었다 www.iimidr.ac.in/iimi/media/pdf/IIMI_Placement_Report_2009.pdf
11) Business Standard, 2009년 3월 10일자,“IIMs to review placement plans”http://www.businessstan
dard.com/india/news/iimstoreviewplacementplans/3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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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주요 채용 전략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데이 제로(Day Zero)13)’
‘데이 제로’
는 IIM 채용이 시작되는 첫째, 둘째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날은 주로 경영 분야에
서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에 배정된다14). 예년의 경우 대부분의 IIM에서
는 2~3일 이내에 모든 졸업생이 취업하였기 때문에 대학 측은‘데이 제로’시스템의 문제를 인식
하지 못했다. 그러나‘데이 제로’
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은 날짜를 배정받아도 학생들을 채용하
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문제가 있어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올해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IIM에서 예년 학교 채용박람회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
한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 IIM들은 비로소‘데이 제로’전략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IIM은‘데이 제로’전략을 재검토하여 이 시스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채용박람회 기간 연장
대부분의 IIM의 졸업생 수가 내년에는 현재보다 많게는 두 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IIM은 채용
박람회 기간이 졸업생 수와 참여기업의 수에 따라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유지된다면, 2010년 채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캠퍼스 채용박람회 기간을 2주 정도로 고려 중이다.

채용박람회 참가비 인하
경기침체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채용박람회 참가비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IIM 측
은 합리적인 참가비 책정에 대해 고려 중이다. IIM 채용박람회 첫 날과 둘째 날에 참가하는 기업들

12) MSN news, 2009년 3월 10일자,“IIMs reworking placement strategy”http://news.in.msn.com/
national/article.aspx?cp-documentid=1935993
13) 혹은‘Slot Zero’
로 불린다. The Telegraph, 2009년 3월 18일자,“Changing the placement rule”
14) The Rediff 2009년 3월 10일자,“Placement woes: IIMs seek new strategies”http://www.rediff.com/
money/2009/mar/10bcrisisplacementwoesiimsseeknewstrategi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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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가비 Rs.1 lakh과 채용비 Rs.1 lakh을 지불했고, 학교 측은 이 돈으로 장학 기금과 고급 경영관
리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사용해 왔다. 올해의 경우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비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
비 인하를 요구하거나 채용박람회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따라서 각 지역 IIM은 채용
박람회 비용을 재고하여 비용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공략
각 지역 IIM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기업의 캠퍼스 채용 참여가 20~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
다.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함께 인재들이 사기업으로 몰리자 인적자원 유인 전략들을 개발해 왔다.
공기업들은 임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를 인상해 왔다15). 올해 캠퍼스를 방문한 공기업은 경력을 개
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침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16).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요소가 공기업의 인기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취업에서 공기
업의 비중과 인기가 높아지자 각 지역 IIM은 다양한 공기업들의 분석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경향이 변함에 따라 IIM 은 공기업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전략을 고려 중이다.
IIM은 공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수업 과정에도 적용할 계획이다17).

기업 유치18)
인도 경기가 호황일 때 IIM의 졸업생은 다국적 기업과 인도 대기업의 채용 인원을 충족시키기에

15) The Indian Express, 2009년 3월 27일자,“Centre moves on 9% hike in basic pay of its PSU staff,
gets ECs clearance.”
http://www.indianexpress.com/news/centremoveson9hikeinbasicpayofitspsustaffgetsecsclear.../439666/
; LiveMint, 2009년 3월 31일자,“Salaries raised for public sector staff.”
http://www.livemint.com/2009/03/31000242/Salariesraisedforpublicsec.html
16) The Rediff 2009년 3월 10일자,“Placement woes: IIMs seek new strategies.”
http://www.rediff.com/money/2009/mar/10bcrisisplacementwoesiimsseeknewstrategies.Htm.”
17) The Hindubusinessline, 2009년 3월 26일자,“B-schools to restructure 2010 placement procedures.”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2009/03/26/stories/2009032651940500.htm
18) The Indian Express, 2009년 3월 9일자,“IIMs: Meltdown management.”
http://www.indianexpress.com/news/iims-meltdown-management/4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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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자랐다. 그 결과 IIM은 다국적 기업과 인도 대기업에 취업을 의존하였고, 이들 기업을 중심으
로 취업 준비를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적합하지 않다19). 2009년 채용 결과 기
업들의 다수가 채용을 보류하고 있거나 채용을 계획했던 기업들도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채용 계
획을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었다20). 따라서 IIM은 기존에 채용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유지하
는 데 힘 쓰는 반면 새로운 기업들을 초청하고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맺음말
인도 IIM은 자율적인 운영권이 인정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각 지역의 발전 산업 경영에 특
화되어 있으며,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인도 IIM은 졸업생의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IIM은 캠퍼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
서 기업으로부터 직접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준비와 전
략을 세우도록 한다. 캠퍼스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에게 기업이 아닌 익숙한 환경에서 인터뷰와 테
스트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입
수한 정보와 분석을 토대로 다음 수업 과정과 취업 전략에 반영한다.
IIM의 취업 결과를 여론에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며, IIM 상호간의 경쟁력도 도모하게 된다. 2009년 경기침체로 기업체들의 채용 인원이 줄자
IIM 졸업생 100% 취업률 달성이 어렵게 되고 연봉이 감소하는 등, 취업 상황이 예년에 비해 부정
적이다. 그러나 IIM은 취업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 전략을 구상 중이다. IIM 측은 올
해 채용이 늘어난 공기업 취업 전략을 세우고, 캠퍼스 채용박람회 기간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기업
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채용 전문상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에 더욱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19) The Telegraph, 2009년 3월 18일자,“Changing the placement rule BSchool.”
20) The Indian Express, 2009년 3월 9일자,“IIMs: Meltdown management.”
http://www.indianexpress.com/news/iims-meltdown-management/4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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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위기하의
긴급고용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일본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일본 정부는 4월 10일「경제위기대책」
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주요 정책으로서 고용대책1)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위기하의 고용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책정한 예산은 1조 9천만 엔이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고용대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
라의 향후 고용대책에 조금이나마 시사되길 기대한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대책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먼저, 고용조정조성금의 확충 등을 살
펴보기로 한다.

1) 이번 고용대책은 이전에 실시된 고용대책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
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2009년 3월호 필자의 글을 참조할 것. 확충한 대책도 있기 때문에 지난
호와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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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조정조성금의 확충 등
고용조정조성금은 고용보험의 2사업의 하나인 고용안정사업의 하나2)로서 가장 오래된 조성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사하다. 일본의 고용조정조성금제도는 기업이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활동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어, 휴업이나 교육훈련,
또는 출향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임금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임금의 2/3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대책의 일환으로 세워진 고용대책을 통하여 지원금을 임금의 2/3에서 3/4
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고용조정조성금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긴급히 꾀하
기 위하여 중소기업긴급고용안정조성금이 12월 1일 창설되었는데, 창설 당시 임금의 4/5를 지원
하였는데, 이번 긴급고용대책으로 9/10로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의 교육훈련급부금을 해당 근로
자 1인당 1,200엔에서 4,000엔으로 올리고, 조성금의 1년간 지급한도일수가 200일이었던 것을 철
폐한다.
고용조정조성금 신청 접수 상황을 보면 2007년도(2007년 4월 ~ 2008년 3월)에 비해 2008년도
(2008년 4월 ~ 2009년 3월)의 신청 사업장수나 대상 근로자수가 각각 148배와 409배 증가하였다
(다음 표1 참조). 특히, 2008년 12월 이후 증가가 두드러져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의
기업경영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조정조성금제도의 일환으로‘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
도 이번 고용대책으로 창설된
다. 동 장려금은 기업이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축소를
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잔업시간을 삭감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에 대해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구체적으로 지급요건을 보면, 매출액이나 생산량 등의 지표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치가 그 직
전의 3개월 또는 전년 동기에 비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2) 다른 한 사업은 능력개발사업이다. 이전에 고용복지사업도 있었으나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
기로 하였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등에 관련되는 고용보험은 2009년도부터 노사가 각각 임금의
4/1000이고, 고용사업 2사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율은 사용자만 임금의 3/1000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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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급된다. 즉 파견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월 잔업시간이 장려금 신청전 6개월 평균에 비해 1/2
이상 또는 5시간 이상 삭감되어 있을 것,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6개월 전의 4/5 이상이고, 해고를 실
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표 1> 고용조정조성금 신청 접수 상황
2007
사업장수

2008
대상자 근로자수

사업장수

대상자 근로자수

4월

46

609

63

1,343

5월

40

666

79

2,601

6월

39

611

92

1,774

7월

45

984

96

2,429

8월

59

965

123

3,060

9월

42

996

107

2,970

10월

58

1,264

140

3,632

11월

40

1,371

198

8,598
138,549

12월

63

1,432

1,783

다음해 1월

65

1,289

12,640

879,614

2월

64

1,543

30,621

1,865,792

3월

77

1,210

48,226

2,379,069

계

638

12,940

94,168

5,289,431

주: 2008년 12월부터 중소기업긴급고용안정조성금의 휴업 등 실시계획서 접수건수도 포함. 중소기업긴급고용안정
조성금은 12월 1일 창설된 제도로서 임금의 4/5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제도의 지원금을 확대한 것임.

지급액은 다음 <표 2>와 같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유기계약근로자 1인당 15
만 엔이, 파견근로자에게는 22.5만 엔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대기업)의 경우
각각 10만 엔과 15만 엔이 지원된다.

<표 2> 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의 지원 내용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15만엔(연 30만엔)

22.5만엔(연 45만엔)

중소기업 사업주 이외 사업주

10만엔(연 20만엔)

15만엔(연 30만엔)

자료: 후생노동성,「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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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직 지원/능력개발대책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직하거나 실직한 자로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근로자나, 수급
이 종료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 폐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직 지원/능력개발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먼저,「긴급 인재육성/취직지원기금(가칭)」
을 창설하여 상기의 고용보험 불수급자에 대해 직업
훈련, 재취직, 생활의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고용보험 불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업훈
련을 발본적으로 확충하고, 훈련기간 중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훈련/생활지원급부(가칭)」
를 실시
하여 월 10만~12만 엔 급부와 월 8만 엔까지 생활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다.「훈련기간중 생활보
장급부제도」
가 2008년 11월 4월 창설∙실시되고 있지만, 동 제도의 이용가능 자는 잡카드 제도
중 위탁형 훈련 수강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해지∙해고 등으로 이직한 자로서 공공직업훈련 수강
자, 또는‘징검다리 훈련’
(실질적인 직업훈련 수강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 수강
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자이었으나, 이번 고용대책에서는 이직자 훈련을 받는 모든 자에게 확대키
로 하였다. 또한, 훈련기간 중 생활비를 대출받은 자가 반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출금 반환면제
제도3)가 2009년 1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데, 그 대상자도 상기의 3훈련 수강자였던 것을 이직
자 훈련을 받는 모든 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인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성장/고용흡수 분야 등에서 충분한 기능/
경험을 갖추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실습고용/채용을 하는 경우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음 직업능력개발지원의 확충∙강화로서 직업능력 형성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의 위탁훈련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탁아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자 고용대책으로서 고용조정조성금의 지원 비율을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3/4, 중소기
업의 경우 9/10로 올리기로 하였고, 장애자가 공공기관의 일반근로자로서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명‘Challenge 고용’
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공직업안정소(우리나라의 고

3) 정식 명칭은「기능자 육성자금제도」
이다. 반환 면제 대상자는 소득이 연간 200만 엔 이하인 주된 생
계비 조달자이고, 훈련을 적절히 수료(출석률 80% 이상)할 뿐만 아니라 훈련평가가 일정 이상인 자
이다. 구체적인 것은 면제액은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2009년 3월호 필자의 글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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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원센터)의 장애자전문지원요원도 증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공직업안정소의 인원, 조직 체계를 발본적으로 확충∙강화하고, 단시간 근로자 균형대
우추진 등 조성금, 일∙가정 양립지원 레벨업 조성금, 잡카페의 확충도 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향후 나오게 된다.

■ 고용창출대책
기업의 고용조정 등으로 해고나 실직당한 비정규직∙중고령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공공
단체가 민간기업, 실버인재센터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실시하여 차기 취업까지의 징검다
리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경우 국가가 교부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명‘긴급고용창출사업
(가칭)’
이라고 하는데 주된 분야로서는 지진대책, 산림정비 등의 환경∙지역진흥, 개호∙복지, 교
육, 방재∙방화 등이다. 동 사업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 고용대책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예산액은 1,500억 엔이고, 1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상기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5월 8일,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 31지역, 지역고용창
조실현사업 24지역, 고용창조선도적창업등장려금 1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각 사업의
기본 틀을 보면, 먼저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단체, 그외 관계단체,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고용창출협의회 등을 만든다. 동 협의회가 고용창출에 관련된 기획
안을 작성하여 후생노동성에 제안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선정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액은 각 사업당 2억 엔(도도부현이 중심이 되는 광역사업의 경우 3억 엔)을 상한으로 하고, 사
업기간은 3년이 상한이다. 선정된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내용을 보면, 관광에 관련된 지역진흥
이 많다.
지역고용창조실현사업은,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을 실시하는 협의회로부터 추진사업을 통해 육
성한 인재 등을 활용하여 파급적으로 지역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
업을 제안한 경우, 고용창조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면 동 협의회에 위탁되는 사업이다. 지역당 1년
에 5천만 엔을 한도로 지원되는데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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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조선도적창업등장려금은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을 실시하는 협의회가 작성한 사업 실시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여 새롭게 지역의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등에 선도적인 역
할을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2/3(상한
액 3천만 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당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3명 이상 비자발적 이
직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이다.

■ 파견근로자보호대책, 내정취소대책,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책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비정규직의 고용조정 대상자가 일본 전국에 3,253사업장에
207,381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 63.9%가 파견근로자였다. 고용조정 대상이 된 파견근로자 중 계약
의 중도해제에 의해 실직하는 자의 비율이 45.2%에 달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11월 28일,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장
(우리나라의 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에 해당)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지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파견계약이 갱신되
지 않는 경우 고용주인 파견회사가 당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계
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파견회사와 파견사용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 둘째, 파견법 위반사항을 시정∙지도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것, 또한 파견법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다.4) 특히, 계약 도중인 파견근로자를 30
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파견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한 경우, 파견사용주가 파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지침에 명기하였다.
후생노동성은 파견회사에 대해 위법적인 해고의 방지, 휴업수당 지급의 철저 등 노동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표명하였는데, 특히 문제가 크게 드러난 제조업 분야의 파견에

4)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houdou/2008/11/h112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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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중점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견회사에 관한 자금, 현금/예금 등 허가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자산 요건을 1천만 엔에서 2천만 엔으로, 현금/예금요건을 800만 엔에서
1,500만 엔으로 증액시켰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파견근로자고용안정화특별장려금」
을 창설하여 2009년 2월 6일에서 2012
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 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
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무기 또는 6개월 이상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
에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액은 파견근로자를 기
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고용하는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는 노동계약으로 고용하는가
에 따라 다르다. 또한, 사업주가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에 따라서도 지급액
이 다르다. 대체로 무기간 고용이 유기계약 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약 2배 장려금 지급액이
많다

<표 3> 파견근로자 고용안정화특별장려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의 경우
대
기
업

6개월 경과후
계
50만엔

중
계

기

100만엔

업

25만엔

1년 6개월 경과후

12만 5천엔

2년 6개월 경과

12만 5천엔

6개월 경과후

소

6개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경우
6개월 경과후
계
25만엔

50만엔

1년 6개월 경과후

25만엔

2년 6개월 경과후

25만엔

계
50만엔

15만엔

1년 6개월 경과후

5만엔

2년 6개월 경과후

5만엔

6개월 경과후

30만엔

1년 6개월 경과후

10만엔

2년 6개월 경과후

10만엔

일본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신규학졸자의 내정취소가 잇달았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내정취
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인 직업안정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1월 19일에
시행하였다.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학졸자의 내정을 취소하려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

5)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m.mhlw.go.jp/houdou/2009/01/h01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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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원센터 및 해당 학교에 통보할 것. 둘째, 다음 어느 것에 해당되어도 기업명을 공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즉 ① 2년 연속 신규학졸자의 내정취소를 한 기업, ② 동일 연도 내에 10명 이상에 대해
내정취소를 한 기업, ③ 어쩔수 없이 사업활동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데
내정취소를 한 기업, ④ 내정취소가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고 당해 내정 취소되는 신규졸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내정 취소 신규졸업자가 다른 취직 자리를 확보하도록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후생노동성은 상기의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월 25일 2사, 4월 30일 13사의 기업명을 공표하
였다.6)
일본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7년말 현재, 2,152,973명으로 일본 총인
구의 1.69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008년 10월 현재 후생노동성의 외국인근로자 조사에 협력
한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86,398명이었다.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이 고용을 삭
감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등 고용 문제나 귀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책을 내놓았다. 첫째, 일본계 외국인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직업안정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와 연계하여 외국인의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원조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통역을 통하여 보다 세밀한 직업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일본계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을 포함한 취로준비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주 외국인 자녀에게 일본어 지도, 적응/취학 지도 등을 통하여
취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넷째, 귀국을 희망하는 일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국비용으로서 본
인 1인당 30만엔,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20만엔을 지급하여 귀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
섯째,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귀국비용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연수생/실습생에게는 귀국비용을 대출
하여 귀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6)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bunya/koyou/jakunensha07/dl/kouhyou01.pdf
http://www.mhlw.go.jp/bunya/koyou/jakunensha07/dl/kouhyou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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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생활지원책
후생노동성은「생활방어를 위한 긴급대책」
의 일환으로서 2008년 12월 9일부터「이직자 주거지
원 급부금(가칭)」
을 창설하여,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파견근로자나 유기계약 근로자와의 근로계
약을 도중에 해제하는 등 고용관계를 끊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거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주에게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덧붙여, 고용과 주거를 잃은 자에 대하여 주거확보 지원과 함께 계속적인 생활상
담/지원 및 생활비를 대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주택수당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훈련/생활지원급부로서 월 10
만~12만 엔 급부와 최고 8만 엔을 대출하는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숙자 지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여관이나 빈 사원주택 등을 빌려 노숙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맺음말
2009년 3월 일본의 실업률은 4.8%, 유효구인배율은 0.52로 두 지표 모두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한, 올해 취업자수와 고용근로자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1.4%, 0.9% 감소하였다.
이번의 고용대책이 악화하고 있는 고용사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고용대책의 주된 내용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 두드러졌
다. 1990년대부터 고용 분야에 규제완화를 지속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였다는 비판이 일
고 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의 일시적인 고용/생활 구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
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지방의 산업/고용에 대한 지원도 매우 주목되는데, 이번의 대책으로
지방의 산업/고용의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점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지 않나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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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경제∙고용위기 잠재요인을
줄이고 위기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이
번 경제∙고용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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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4분기 중국
부분 도시지역 노동력시장
International Labor Trends
수급상황 분석
국제노동동향 ⑥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 16일 국무원 홍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9년 1/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4분기보다 0.7% 감소한 65,745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6.1% 성장했
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난 2008년 2/4분기 10.4% 성장 이후 5년
연속 유지해 오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이 막을 내렸고, 성장세도 뚜렷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
가통계국 리샤오차오(

) 대변인은“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정

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2009년 1/4분기 경제상황도 당초 우려했
던 것처럼 나쁘지 않으며, 특히 3월분 주요 경제관련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선진국의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신흥국가의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중국이 직면한 외부 정세는 여전히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1). 따라서 이 글에
)’
가 전국

서는 지난 5월 7일‘중국 노동력시장 정보망 모니터링센터(

103개 도시지역 공공직업소개서비스기구를 대상으로 수집∙조사한 ’
2009년 1/4분기 일부 도시지
)2)’
을 중심으로 중

역 노동력시장 수급상황 분석(2009

1) http://www.china.com.cn/economic/txt/2009-04/16/content_17617192.htm
2) 자세한 통계 수치는 http://www.lm.gov.cn/gb/data/2009-05/07/content_295197.ht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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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2009년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 전년 4/4분기 대비 51.4% 증가
지난 4월 23일‘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1/4분기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2009년 1�3월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는 각각 69만 명, 93만 명 및 106만 명으로(월평균 89만)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51.4% 증가했지만, 지난해 동기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는 268만 명으로 올해 목표(900만 명)의 29%
를 달성했으며, 이 중 면직(

)자 재취업자 수는 120만 명으로 올해 목표(500만 명)의 24%,

취업곤란자 재취업자 수는 35만 명으로 올해 목표(100만 명)의 35%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2008년 연말에 비해 0.1% 상승한 4.3%로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치
인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6% 이내로 억제되고 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인청지(

基) 대변

인은 현재 농민공 취업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나, 대졸자의 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일
부 기업의 생산 중단과 일자리 손실로 인해 노동력시장에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구조는 여전히
변화가 없으며, 2008년 9월 말부터 2009년 3월 말까지 7.5%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3).

■ 도시지역 노동수요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감소
'중국 노동력시장 정보망 모니터링센터(
기 일부 도시지역 노동력시장 수급상황 분석(2009

)'가 발표한 '2009년 1/4분
)'

에 의하면, 노동력 수요 및 공급은 각각 479만 명, 559만 명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고 있
다. 노동력 수요를 구직자 수로 나눈 '구인배율'은 전분기 0.85와 비슷한 수준인 0.86을 보이고 있

3) http://www.lm.gov.cn/gb/news/2009-04/23/content_2960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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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2 감소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크게 감
소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구인배율’
은 각각 0.87, 0.83, 0.84를 보이고 있으며,
), 장강삼각주(

동부지역에서 환발해(

), 주강삼각주( 江 角 ), 민동남(

)

지역의 '구인배율'은 각각 0.86, 0.89, 0.72 및 0.92를 보였다.
<표 1> 2009년 1/4분기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요∙공급 상황

(단위 : 명)

분기/노동력현황

조사규모(도시수/총인구)

노동수요

노동공급

구인배율

2008년 1/4분기

104/1.9억

5,108,252

5,115,907

0.98

2008년 4/4분기

99/1.7억

3,524,382

4,165,582

0.85

2009년 1/4분기

103/1.9억

4,792,329

5,593,386

0.86

본 분기와 전 분기 동일 조사 대상인 91개 도시지역에서 본 분기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은 각각
전 분기대비 64.1만 명, 68.8만 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본 분기와 2008년 1/4분기 동일 조사 대상인
91개 도시지역에서 본 분기의 노동력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만 명 감소했고, 노동력
공급은 52만 명 증가하였다.

■ 산업별∙업종별 노동력 수요 추이
산업별로 노동력 수요 비중을 살펴보면, 1차 산업 2.4%, 2차 산업 38.4%, 3차 산업 59.2%로 중
국의 전체 노동력 수요에서 3차 산업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
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차 산업의 노동력 수요 비중은 1%로
감소했고, 3차 산업의 수요 비중은 0.6%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차 산업의 수요 비중은 3.7% 증가했지만, 3차 산업의 수요 비중은 2.7%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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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 노동력 수요 현황

(단위 : 명/%)

분기/산업

1차산업(수요/비율)

2차산업(수요/비율)

3차산업(수요/비율)

2008년 1/4분기

101,655(0.2)

1,977,783(39.4)

2,938,815(58.6)

2008년 4/4분기

119,281(3.4)

1,223,854(34.7)

2,181,247(61.9)

2009년 1/4분기

115,710(2.4)

1,841,800(38.4)

2,834,819(59.2)

업종별 노동력 수요를 살펴보면, 81.5%의 노동력 수요가 제조업(31.9%), 도소매업(17.2%), 숙박
요식업(12.9%),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9%), 임대 및 상무서비스업(6.1%), 건축업(4.4%) 등에 집중
되어 있다. 이 중 제조업과 건축업의 노동력 수요가 2차 산업 전체 노동력 수요의 83.1%와 11.3%
를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 임대 및 상무서비스업의 노동력
수요가 3차 산업 전체 노동력 수요의 29.1%, 21.8%, 15.3%, 10.4%를 차지하고 있다. 2차 산업 중

<표 3> 업종별 노동력 수요현황
업 종
농임목어업

(단위 : 명/%)

노동력수요

전년 동기대비 수요변화

114,090(2.4)

-1.0

+0.4

광산업

36.702(0.8)

-0.6

-0.2

제조업

1,529,445(31.9)

+5.7

-0.6

전력,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66,778(1.4)

-0.3

-

건설업

208,607(4.4)

-0.8

-0.2

교통운수, 창고와 우정업

110.240(2.3)

-0.2

-0.1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131,041(2.7)

-0.1

-0.3

도소매업

824,189(17.2)

+0.6

+1.8

숙박요식업

616,931(12.9)

-0.3

+0.6

금융업

86,433(1.8)

+0.1

+0.1

부동산업

98,490(2.1)

-0.6

-0.2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293,610(6.1)

-0.4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32,189(0.7)

-0.2

-

수리, 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38,794(0.8)

+0.1

-0.1

주민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0.9

433,110(9.0)

-1.2

교육업

37,045(0.8)

-0.3

-0.1

위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41,130(0.9)

-0.3

+0.1

문화, 교육과 오락업

71,193(1.5)

+0.1

-0.2

공공관리와 사회단체

21,517(0.4)

-0.3

-0.1

795(0.0)

-

-

국제기구

4,792,3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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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기대비 제조업의 수요 비중은 5.7% 증가하였지만, 건축업은 0.8%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각
업종별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대비 도소매업의 노동력 수요 비중은 각각 0.6%, 1.8% 증가하였지
만,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의 노동력 수요 비중은 각각 1.2%, 0.9% 감소했고, 임대 및 상무서비스업
의 노동력 수요 비중은 각각 0.4%, 0.2% 감소하였다.

■ 외자기업 노동력 수요 소폭 감소
고용단위별 노동력 수요 상황을 살펴보면, 기업(
고 있고, 기관(

) 및 사업단위(

)의 노동력 수요가 전체의 96.5%를 차지하

)의 노동력 수요 비중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던 국내자본기업(

)의 노동력 수요 비중은 76.6%로

전분기 및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0.7%, 2.3% 증가하였다. 반면, 2007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던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 노동력 수요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고용단위별 노동력 수요 현황
기업 성질

(단위 : 명/%)

2008년 1/4분기(수요/비율)

2008년 4/4분기(수요/비율)

2009년 1/4분기(수요/비율)

4,865,502(97.0)

3,390,077(96.2)

4,625,336(96.5)

3,614,216(74.3)

2,572,443(75.9)

3,542,047(76.6)

156,834(3.2)
120,291(2.5)
195,618(4.0)
124,765(2.6)
992,349(20.4)
515,394(10.6)
1,312,654(27)
196,311(4.0)

124,412(3.7)
106,388(3.1)
143,536(4.2)
76,193(2.2)
762,353(22.5)
325,450(9.6)
902,884(26.6)
131,227(3.9)

126,767(2.7)
11,623(2.4)
178,432(3.9)
85,824(1.9)
1,114,046(24.1)
496,704(10.7)
1,251,096(27.0)
178,555(3.9)

대만, 홍콩, 마카오투자기업

371,941(7.6)

208,179(6.1)

287,161(6.2)

외상투자기업

428,525(8.8)

275,231(8.1)

328,506(7.1)

개체경영

450,820(9.3)

334,224(9.9)

467,622(10.1)

24,521(0.5)

23,434(0.7)

26,371(0.6)

기업
국내자본기업
국유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연합경영기업
유한책임기업
주식유한회사
사영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기관

7,143(0.1)

6,309(0.1)

5,671(0.1)

기타

121,087(2.4)

104,562(3.0)

134,951(2.8)

전체

5,018,253(100)

3,524,384(100)

4,792,3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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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공 구직자 수 전분기,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51.6%), 전년도(49.5%)와 비슷한 49.3%(이중,
신규 실업자가 21.5%, 마찰적 실업자가 16.2%, 기타 실업자가 11.6%)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신규 실업자 중 2008년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중은 41.1%로 전분기대비 1.7%,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여, 대졸자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직자 중
외지 출신자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2.0%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했다. 반면, 해당 지
역 농민공의 구직자 비중은 전분기대비 3.2%, 전년 동기대비 3.3%로 증가하였다. 농민공 취업과
관련하여 국가통계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고 음력설을 앞두고 타지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농민공(약 7천만 명)의 90%가 다시 타지로 나왔고, 해당 지역 정부와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대부분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4).
<표 5> 구직자별 노동력 공급 현황

(단위 : 명/%)

2008년 1/4분기
(구직자수/비중)

2008년 4/4분기
(구직자수/비중)

2009년 1/4분기
(구직자수/비중)

990,879(19.4)

897,031(21.5)

1,202,633(21.5)

389,419(39.3)

353,125(39.4)

493,864(41.1)

전직과정 실업자

805,459(15.7)

719,863(17.3)

906,464(16.2)

기타 실업자

602,269(11.8)

533,094(12.8)

646,281(11.6)

재직자

241,843 (4.7)

222,632 (5.3)

238,073 (4.3)

면직자(하강)

218,145 (4.3)

177,149 (4.3)

184,322(3.3)

퇴직자

28,342 (0.6)

27,209 (0.7)

27,521(0.5)

재학생

132,738 (2.6)

133,112 (3.2)

143,866(2.6)

해당 시 농민공

771,933(15.1)

632,894(15.2)

1,027,652(18.4)

외지출신자

1,324,299(25.9)

822,598(19.7)

1,216,574(21.8)

전체

5,115,907(100)

4,165,582(100)

5,593,386(100)

구직자/시기
신규증가 실업자
당해연도 전문대이상 졸업생

4) http://news.163.com/09/0424/08/57LDNJD6000120G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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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구직자 비중 감소 추세
성별 노동력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67.9%의 고용 단위가 구직자에 대한 성별을 지정했으며, 이
중 남성에 대한 노동력 수요 비중은 35.7%, 여성에 대한 노동력 수요 비중은 32.2%를 보였다. 구
직자의 성별 구성으로 살펴보면, 남성 구직자가 여성 구직자보다 많았으며, 비중은 각각 56.6%,
43.4%를 보이고 있으며, 구인배율은 남성이 0.82, 여성이 0.91로 여성 구직자 수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6> 성별 노동력공급 상황

(단위 : 명/%)

성별 / 시기

2008년 3/4분기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남 성

2,684,782(54.8)

2,293,724(55.1)

3,163,765(56.6)

여 성

2,217,596(45.2)

1,871,853(44.9)

2,429,621(43.4)

전 체

4,902,378(100)

4,165,582(100)

5,593,386(100)

■ 고학력자 갈수록 취업난 가중
학력별로 노동력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약 87%의 고용단위가 채용시 구직자의 학력을 제한하
였다. 고졸 학력을 요구한 고용단위는 전체 노동력 수요의 39.3%, 이 중 직업학교(
(技校), 중등전문학교(

), 기술학교

)의 노동력 수요 비중이 56.7%를 차지했다. 중졸 이하 학력에 대한 노동

력 수요 비중은 26%, 전문대 졸업자는 14.9%, 대졸 이상은 6.7%(이 중 석사 이상 0.3%)을 차지했
다. 반면, 학력별 구직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54.7%의 구직자가 직업학교, 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중졸 이하의 구직자 비중은
28.6%, 전문대학 졸업자는 19.3%, 대졸 이상은 9.1%(이 중 석사 이상 0.2%)을 차지했다. 수급 상
황으로 보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학, 석사 이상의 구인배율은 각각 0.89, 0.90, 0.77, 0.68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구인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석
사이상의 구인배율은 2008년 1분기 1.49에서 0.81 낮아진 0.68을, 대졸 학력자의 구인배율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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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4분기 0.97에서 0.22 낮아진 0.75를, 전문대 학력자의 구인배율은 0.99에서 0.22 낮아진 0.77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성별 노동력 공급 상황

(단위 : 명/%)

2008년 1/4분기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교육수준 / 시기
수요(비중)

공급(비중)

중졸 이하

1,346,046(26.8)

1,572,142(30.7)

고졸

공급(비중)

수요(비중)

공급(비중)

986,236(28.0)

1,259,165(30.2)

1,244,935(26.0)

1,599,940(28.6)

1,959,330(39.0)

2,253,093(44.0)

1,340,515(38.0)

1,787,212(42.9)

1,881,791(39.3)

2,106,436(43.0)

1,167,763(59.6)

1,365,875(60.6)

739,617(55.2)

940,539(52.6)

1,067,832(56.7)

1,317,293(54.7)

전문대졸

790,106(6.4)

906,976(17.7)

504,429(14.3)

754,694(18.1)

711,855(14.9)

1,077,968(19.3)

대졸

319,677(6.4)

374,432(7.3)

225,650(6.4)

352,472(8.5)

309,799(6.5)

490,211(8.8)

12,705(0.3)

9,264(0.2)

7,987(0.2)

12,039(0.3)

10,660(0.2)

18,831(0.3)

직업고, 기술고,
중등전문학교

석사이상

[ 그림 1 ] 대졸자 이상 구인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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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비중)

International Labor Trends
■ 맺음말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취업촉
진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수급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신규 일자리 수 증가
는 1,200만 개 정도이나, 지난해 미취업자를 포함해 70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한꺼번에 노동력시
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대졸자 취업 문제를 취업사업의 최우선 과제
로 삼았고, 지난 1월 19일, 국무원 사무청은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했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달 15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교육부, 공업과 정부화부 등 9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3년간 미취업 대졸자 100만 명 취업견습계획(
)' 실시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경제 불황 속에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취업난 해소에 관한 정책들은 민생안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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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abor News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유럽
미국 : 통합노총 구성 성사 여부 불투명
요즘 미국에서는 노조통합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

단위 순번으로 차례로 위원장 선출이 합의되는지, 현

지고 있다. 70년 만에 찾아온 노동운동 활성화의 기

재의 고령의 지도자들은 은퇴하고 자문회의(가령, 명

회를 잘 활용해 보려는 이유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총

예의 전당 형식의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피력하는지,

연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아니면 현재처럼 실무 차원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

오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3월 9일자 기사는 표

하는지 등 모든 문제에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 또

면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노조통

한, 군소 규모의 노동조합연맹에 어느 정도의 발언권

합에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을 부여할지도 큰 문제다. 가령, 규모가 큰 노조연맹

우선 대체적으로 합의된 내용부터 보면, 양대 노총

은 최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집단지도체제의 구성

연합인 AFL-CIO와 Change-to-Win은 새로운 노

원이 될 수 있지만, 규모가 중간 이하인 노조는 최고

조연합은 정치, 공공정책, 의회의 법률 제정 로비 및

위원회에 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통합노총에 가입할

압력 등을 1차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유인이 현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분

공감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문제에

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서 의견이 엇갈린다.

통합 논의에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교원연합

백악관 메신저로부터 적어도 4월 15일까지는 단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조합원수 320

일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받은 미국 노동조합

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EA의 경우, 워

관계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

낙 방대한 규모의 노동조합이라 지도부에서 통합을

견 차이가 많아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50개 주단위 지역노동조합에서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가령, 다시 AFL-CIO를 중심

인준하는 데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으로 통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AFL-CIO를 해체하

�출처 : 뉴욕타임스, 2009년 3월 9일,‘Unions Face

고 새로운 통합노총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지, 합치게

Obstacles in Effort to Reunite’
http://www

되면 통합노총의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2년

.nytimes.com/2009/03/09/us/09lab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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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숙련
차기외국인
집행위원회
근로자고용사회정책
채용 제한에 담당
대한 집행위원,
반대 여론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경기부양법안(Stimulus Bill)에 포함된 미국인 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로자보호법(EAWA)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

고 있는 미국 회사들이 고숙련 외국인(H-1B 비자

는 반면,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

소유)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인

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미국에

근로자보호법(EAWA)은 외국인 대신 자국인 고용

서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 대

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학으로 끌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학 및

서는 유사한 자리에 있는 자국인을 해고하지 않았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불러

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유수 대학의

이 법안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인 근로자보

MBA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외국 학생들 가운데 일

호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일자리 확보에 도

부는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여 배운 내용을 적용

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 내 과학 및 엔지니어

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한 반

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박사의 42%가 해외에서

대 여론도 있다. 미국인 근로자보호법에 대한 반대

태어난 외국인들이다.

의견은 미국 경제의 규모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국인 근로자보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드시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법안이 대학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줄어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이 법안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일자

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숙련

리 창출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근로자들을 회사에

이와 더불어 미국인 근로자보호법에 반대하는 사

서 채용함으로써 이들의 생산성이 일자리 창출에

람들은 미국 경제에 고숙련 외국인들의 기여를 높

이바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

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외국의 비즈니스 기회

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외수출이 촉진

외국인 고용 제한은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되었고 다국적 기업에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시행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Relief Program)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에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 2009년 3월 11일자,‘It’
sa

영향을 미치고 있다. 40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현

terrible time to reject skilled workers’http://

재 인재 풀(talent pool)을 상당부분 감축하고 있다.

online.wsj.com/article/SB123672811446488

그러나 이러한 인재 없이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8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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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네덜란드 : 금융산업의 고액 연봉과 보너스 지급 억제를 위한 신사협약(

) 체결 촉구

2009년 2월, 네덜란드 하원은 금융산업 경영진

진들의 이익이 제한될 것이다. 회사 내에서 주식이

의 보상체계를 긴축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은행과

나 자사주 구입권을 갖고 있는 경영진들은 경영권

신사협약을 체결할 것을 재무부에 촉구했다. 그 내

인수나 합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 보상체계에 대한

못하게 된다. 경영권 인수 후보자가 나타날 경우,

적절한 참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상

관리이사는 그들의 주식과 자사주 구입권의 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를 동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파산 회생한 은행의 경영진들에

이번 제안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대다수

게 후한 보너스를 주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

하원 의원이 새 개정안에 찬성하는 반면 자유주의

고, 비록 경영진들이 법적으로는 보너스를 받을 자

적 성향이 더 강한 자유민주당(Volkspartij voor

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너스를 지급할 때

Vrijheid en Democratie: VVD)은 이 변화가 허울뿐

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네덜란드 경영자단체(the

이 협약은 고소득자들에게 누진세를 부과하고,

Confederation of Netherlands Industries and

경영권 인수인계에 있어 주가와 자사주 구입권의

Employers: VNO-NCW)는 이 제안에 대해 냉소

조작을 통제하겠다는 2008년의 제안서를 따르는

적인 반면, 네덜란드노총(Federatie Nederlandse

것이다.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워터 보스 재무

Vakbeweging: FNV)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다.

부 장관의 2008년 제안서에는 고소득자들에게 누

�출처 : Eironline 홈페이지, 2009년 4월 14일,

진세를 부과하는 것과, 50만 유로(한화 약 8억

‘Political backing for curbing of top

9,000만 원) 이상의 높은 퇴직금과 연금에도 세금

salaries and bonuses’http://www.euro

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

found.europa.eu/eiro/2009/02/articles/nl0

약 50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1년

902059i.htm

임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면, 사
용자들의 세금은 30% 인상된다. 따라서 수많은 경
영진들이 2009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세금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경영권에 관해서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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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위기로
차기 집행위원회
인해 일자리
고용사회정책
상실에 대한
담당
우려
집행위원,
증가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상당수의 독일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
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 해 상반기까지의 경기호황으로 인한

직업상실에 대한 우려 증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 비중(%)

고용률 증가와 실업감소 등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
린 지 오래다. 지난 36년 동안 튀센-크룹사의 두
이스부르크-함본 지역의 철강제조사업장에서 크
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페터 보우르스(Peter
Bours) 씨의 예를 살펴보자. 그는 90년대 철강업
위기시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았으며, 지난해 중반
까지만 해도 경제호황으로 인한 고용특수를 누려
왔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변화하였다. 철강업내 주문량 감소로 인해
산업생산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현재 보우르스 씨
는 2개월 기한의 조업단축 실시대상 근로자로서
예전보다 6시간 적게 일하며, 따라서 월급은 200
유로(한화 약 365,000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는
“현재의 주문량 감소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일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몰라서 매우 걱정된다”
고하

더라도 지난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백만 명

였다. 이러한 걱정은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현상

의 근로자들에 대한 조업단축 신청이 있었다. 그렇

이 아니다.

지만 주문량 감소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

독일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들은 더 이상 조업단축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경영

주문량 감소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

악화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

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업종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

주문량이 전년 대비 약 42%나 감소하였으며, 이러

다. 사용자들은 다가오는 여름 시즌에 해고를 실시

한 주문량 감소는 195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

다. 주문량 감소로 인해 현재 많은 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다.

조업단축을 실시하고 있다. 금속 및 전기산업만 하

이 경우 수출주력업종들 - 특히, 자동차 및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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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철강 및 화학약품 제조업 - 에 종사하는 근

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로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또한 조업단축 실시에 대해서 에리히 예거사의

보인다. 이들 업종에서는 이미 파견근로자들에 대

칼-하인츠 글로에(Karl-Heinz Gloe) 사장은“조

한 해고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독일 전체적

업단축은 단지 몇 개월간의 과도기적인 수단에 불

으로 작년 4/4분기에 15만 명의 파견근로자들이 해

과하며, 1년 반 이상의 조업단축은 현실적으로 불

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2008년 12월 파견근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 조업단축을 장기적으로

로자들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다.

실시하기 이전에 기업들은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

특히 루르 공업지역과 같이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

한 해고를 실시할 것인지 혹은 생산시설을 고용조

역의 경우, 파견근로자들의 수는 작년 7월부터 12

정이 유연한 중국과 같은 해외로 이전시킬 것인지

월까지 무려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여부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들의 해고증가 다음으로는 조업단축

그는 4월 말까지는 자신의 기업도 경제위기에 잘

실시경향이 증가되었다. 기업들은 조업단축 실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경

경제 악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그 다음 대책으로 인

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로 인한 해당

적관리방식의 사용, 다시 말해 해고를 고려 중이라

근로자들의 임금손실분의 일부분은 조업단축급여

고 말했다.

를 통해서 정부가 보조해 왔다. 또한 사용자와 근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9

로자들 간에 조업단축으로 임금의 일부분을 포기

년 3월 7일자,‘Wirtschaftskrise: Die Angst

하는 대신에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지 않

um den Arbeitsplatz wächst’http://www.

겠다는 협약들이 맺어져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

faz.net/s/Rub58241E4DF1B149538ABC2

약에는 예측불가능한 어려운 시기에는 예외로 한

4D0E82A6266/Doc~EBF37B951F0AC4

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경

23290F49326103A4008~ATpl~Ecomm

제상황이 예측과는 달리 더욱 악화되면 해고 실시

on~Scontent.html

가 부득이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이 해고 실시
이전에 다른 차선책 - 예를 들어, 임금인상 연기나
임금축소 - 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인-헤
센지역 경제연구소의 롤란트 되른(Roland Döhrn)
박사는 금년도에 임금이 평균 약 0.5% 감소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임금감소가
4%의 주문량 감소로 인한 기업의 위기상황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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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속노조
차기 집행위원회
위기극복을고용사회정책
위한 정부참여담당
요구집행위원,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

III: 현재까지 독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황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2차 경기변동패키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를

계획안의 요점은 특히 실물경제의 중심이 되는 기업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 유로(한화 약 177조

에 대해서 정치권은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 머무

원) 상당의 공적인 정부참여기금(Beteiligungsfonds)

를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을 지출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금속노

한다고 후버 위원장은 거듭 강조하였다.

조의 베르톨트 후버(Berthold Huber) 상임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이번 캠페인 계획안은 능동적인 고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서 산업적 기반이 손상되어

용보장을 위한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처방책을 제

서는 안된다”
고 주장하며 이같은 계획안을 발표했

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다. 후버 위원장은“산업내 부가가치 창출구조와

전과 근로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법

산업적 핵심기반은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담당하

및 파산법을 개정하고, 2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

는 역할과 같이 국민복지의 증진과 정치적 안정성

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공동의사결정제도

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강

(Mitbestimmung)를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시

조하며, 따라서“독일의 산업적 핵심 능력을 기업

장 특히 외환 및 주식시장 거래 관련 조세부과방식

유형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변경안 등이 포함된다.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고 주장하였다.

�출처 :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공적인 정부참여기금의 재정은 75만 유로(한화

2009년 3월 17일,‘Wege aus der Krise:

약 13억 원) 이상의 개인자산에 대한 정부의 강제

IG Metall fordert Staatsbeteiligung im

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노조측

gro�en Stil’
http://www.faz.net/s/RubD

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측에 정부참여기금의 지출

16E1F55D21144C4AE3F9DDF52B6E

을 요구한 이번 금속노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목

1D9/Doc~EBD31559BC48C4070ADF

적은 현 경제위기 속에서 산업능력 및 기반을 유지

8188F99C3BC40~ATpl~Ecommon~S

하여 대량해고 발생을 최대한 회피하도록 하는 것

content.html

이라고 노조측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

�출처 : 2. 금속노조 언론보고, 2009년 3월 17일,

래에 수요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

‘IG Metall legt Aktionsplan zur Krisen

을 경감시키고 기업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독

bewältigung vor - Huber:“Brauchen

일 정부가 제3차 경기변동패키지(Konjunkturpaket

Rettungsschirm für Unternehme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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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wirtschaft”
’http://www.igmetall.de

08_4525.htm?seitenid=515

/cps/rde/xchg/internet/style.xsl/view_45

독일 : 자국 내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소득불균형에 관한 연구조사
지난 3월 19일은 여성연대(Business and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

Professional Women: BPW)의 주도로 시작된‘급

다. 왜냐하면 동일 직종 내에서조차 여성근로자는

여평등의 날(Equal Pay Day)’
이 두 돌을 맞는 날이

남성에 비해 대략 21% 낮은 임금소득을 올리는 것

었다. 그러나 연방노동사무소 산하 노동시장 및 직

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

업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에 연령과 교육수준이 같고 동일 직종에 종사하

독일 내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12%의

지난 15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고 상당히 고착화된

임금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내

이 연구조사는 동등한 조건에 있는 여성근로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상당히 저조한 성적으

와 남성근로자 간의 12%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통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5년 유럽연합 통계에

계에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따르면 임금격차가 유럽연합 평균을 웃돌았던 모

더 많이 초과근로를 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든 나라에서 임금격차가 줄어든 반면, 독일의 경우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동일 직종이라고 하더라

에만 그 상태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

도 고위직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임금격차가 줄어들었

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직

지만 2000년대에 들어 다시금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장생활의 중단 및 단시간근로가 여성의 승진 및 그

있다. 그 원인으로는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로 인한 임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근로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조사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것이 지적되고 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독일
내 여성 전일근로자의 임금소득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소득에 비해 24%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한편, 독일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20

금격차의 이유로는 남녀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

년까지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이 다른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1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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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노동시장 및 직업조사연구소 홈페이지,

�출처 : 2. 독일정부 홈페이지, 2009년 3월 18일자

2009년 3월 19일자 언론보도,‘Lohn

언론보도,‘Gleicher Lohn für gleiche

ungleichheit zwischen Frauen und

Arbeit’
http://www.bundesregierung.de/

Männern in Deutschland seit 15 Jahren

Content/DE/Artikel/2009/03/2009-

kaum geringer geworden’
http://www.

03-19-lohngef_C3_A4lle-

iab.de/de/informationsser vice/presse

m_C3_A4nner-frauen.html

/presseinformationen/ep.asp

독일 : 단기고용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개정 계획
연방노동∙사회부가 주로 단기간만 고용되는 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

연방노동∙사회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개정은

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에 관한 규정에

현재 다른 부처와의 협의 중에 있고 곧 의회에 개

따르면, 과거 2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정안이 제출되어 여름 이전에 의결될 수 있을 것으

를 납부한 근로자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로 보인다. 대연정 정부는 3월 초 이번 개정계획에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에 의

는 근로자, 예컨대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제작

해, 고용기간이 대부분의 경우 1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보험

번 개정이 다른 고용보험 납부자에게 부당하게 책

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임을 전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은 직전 1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근

년 총수입이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수입을 초과하

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적 생활보장만이 이루어진

지 않는 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은 공연예술분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버는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

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용 자체가 불규칙한 분

는 자가 고용이 없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고용보

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

험의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방

한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

노동∙사회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방노동사무

로 단축함으로써, 이들 근로자들이 고용이 없는 기

소에 대략 1,500만 유로(한화 약 268억 7,000만 원)

간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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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근로자의 기초적 생활보장지원에 필요한 약

slosengeld’http://www.faz.net/s/Rub0E9

700만 유로(한화 약 125억 4,000만 원) 가량의 비

EEF84AC1E4A389A8DC6C23161FE44/

용지출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Doc~E0ADDE49D0C004D1EBA4FE3D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9

025F565E0~ATpl~Ecommon~Scontent.

년 3월 27일자,‘Schneller an das Arbeit

html

독일 : 금속업계 단체협약상의 부대조건에 따른 임금인상 연기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5월로 예정된

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렇지

금속 및 전기업에 종사하는 약 180만 명의 근로자

만 금속노조의 베르톨트 후버(Berthold Huber) 위

들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이 연기될 것으

원장은 이러한 임금인상 연기는 결코 약정된 사항

로 보인다. 금속업 사용자총연맹의 마틴 카네기써

이 아니라고 논평하였다. 그는“단체협약은 희망

(Martin Kannegiesser) 회장은 빌트지와의 인터뷰

사항 목록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개별 기업 차원

에서 업종 내 전체 약 360만 명의 근로자들 중에서

에서 사용자와 경영위원회가 경제상황에 따른 임

약 50%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이

금인상 연기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차후로 미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 논의가

기업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임금인상 연기가 합

대한 2.1%의 임금인상을 7개월간 뒤로 미루는 것

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업종 전체

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부대조건에 따른

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인상 연기는 있을 수

것이다. 이러한 부대조건에 따라 업종 내 약 50%

없다는 입장이다.

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이 연기될 것으로
카네기써 회장은 추산하고 있다.

카네기써 회장은“지난 40년 동안 기업들이 지
금처럼 일자리 유지에 대해 걱정하였던 경제위기

또한 쥐트도이췌 신문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를 겪어본 적이 없다”
라고 밝히며, 현재 금속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

종사하는 140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조업단축을

과가 나와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IG-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조업단축만으로는 그

Metall) 프랑크푸르트 지부의 아르민 쉴트(Armin

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경제

Schild) 위원장은“경기침체 상황이 매주 심화되고

위기로 인해 금속업계가 처한 상황이 그리 순탄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2008년에 업종 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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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매출이익은 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였다. 또한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견뎌내지

하였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황을

못하고 대량해고를 실시한다면, 경기호황 시기에

살펴보더라도 기업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이윤

기업숙련 전문인력들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일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자리가 상당수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9

시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광업∙

년 4월 11일,‘Klausel im Tarifvertrag:

화학∙에너지산업 노조(IG-BCE)의 후베르투스

Millionen Metaller müssen auf Lohner

슈몰트(Hubertus Schmoldt) 위원장은 업종 내 사

höhung warten’http://www.faz.net/s/Rub

용자들에게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량해

58241E4DF1B149538ABC24D0E82A62

고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경제위기

66/Doc~EFE86EF4F77C04D44848C748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조업단축

8E462E595~ATpl~Ecommon~Scontent.

실시만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

html

독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실업자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
4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장기실업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12

고용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된다. 현재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까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일자리를 마

지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2개

련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정부지원을

월 연속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를 받고

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장

있고 사회법전 제3권 제18조상의 장기실업자(12

기실업자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500 유로

개월 이상 실업)로 간주되는 자로서 해당지역 내의

(한화 약 8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까지

채용 시점에 실업자로 신고된 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최대 3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장기실업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장기실업자의 고용지원을

자의 고용에 대해 최대 200유로(한화 약 35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었다. 종전까지 장기실

2000원)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업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평균 실업률이 최소

종전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실업상

15%를 상회하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을

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대상으로 하였고, 79개의 지역이 이에 해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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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의 고용기회를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

weitet’http://www.bmas.de/coremedia

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기준 실업률을 10%로

/generator/32834/2009__04__14__ko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지

mmunal__kombi__ausgeweitet.html

역의 수는 10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출처 : 2.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8년 1

현재 11,300여 개의 일자리에 대해 고용지원 신

월 2일,‘Bundesprogramm Kommunal-

청이 있는 상태이고, 이 중 9,400여 개에 대해 지원

Kombi’http://www.bmas.de/coremedia/

이 승인된 바 있다.

generator/23034/2008__01__02__komm

�출처 : 1.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2009년 4

unalkombi.html

월 14일,‘Kommunal-Kombi ausge

스웨덴 : 금년 2월 고용률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
2008년 2월 스웨덴의 실업률은 8%를 기록하였

은 스웨덴 통계청이 예상한 수치보다 더 부정적인

다. 이는 1월 대비 0.7%가 올라간 수치이다. 실업

수치이다. 문제는 실업률이 앞으로도 몇 개월간 계

자수는 전년 동월과 대비할 때 약 9만 4,000명이나

속 증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빈

증가한 숫자이다. 전체 9만 4,000명의 실업자 중

노바(Vinnova)는 경기가 회복될 경우 새로운 부문

남성 실업자가 6만 1,000명을 차지하고 또한 한시

과 서비스직에서 제일 먼저 고용률이 증가하리라

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높은 실업위기

고 예측하고 있다.

를 맞았다. 대부분의 남성 실업자들은 현재 위기를

�출처 : 1. Svenska Dagbladet, 2009년 3월 1일자,

겪고 있는 자동차관련 산업에서 해고된 인원이다.
실업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제조
업계 노동조합에서는 조업률을 낮추는 대신
약 20% 임금삭감을 허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
였다. 또한 제조업계 노동조합에서는 실업급여 인
상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확대를 요구하
였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스웨덴은 2004년 9월 이
후 처음으로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현재의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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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å vill facken motverka krisen i
industrin’
�출처 : 2. Svenska Dagbladet, 2009년 3월 25일
자,‘Sysselsåttningen på rekordlåg niv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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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11월
스웨덴
: 봄차기
예산안의
집행위원회
실업자에
고용사회정책
대한 영향 담당 집행위원,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4월 15일자로 발표된 스웨덴 중도우파 보수연합

한 전체 인원 중 약 25%만이 실직 전 급여의 80%

정권의 봄 예산안은 가계경제에 여러모로 영향을

를 실제로 실업급여로 받았다고 한다. 현재 스웨덴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가장

의 경우 실업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최고

큰 경제 문제는 일부 가정이 앞으로 1~2년 동안에

실업급여는 15,000크로나(한화 약 245만 2,000원)

진행될 경제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에 처할

인데 세금을 제하면 10,800크로나(한화 약 176만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예측에

6,000원)가 된다. 일반적으로 실직 전 임금이

의하면 2010년과 2011년까지 실업률이 계속 증가

25,000크로나(한화 약 408만 7,000원)이었을 경우

하여 실업률이 약 11%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월 소득액이 약 7,000크로나(한화 약 114만 4,000

구체적인 수치로 약 50만 명의 스웨덴 국민이 무직

원)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무직자들이 경제생활에 어

만일 정부와 경기예측 전문가의 예측이 사실로

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

나타난다면 실업률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

니다. 특히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실업급여

인 현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는 많은 실업자들이

수령조건이 여러모로 악화되어 상당수의 인원이

실직 후 200일 이후 실업급여 대체율이 더욱 낮아

점차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준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

보여진다. 이는 최근 실업보험 가입자 중 점점 적

는 것이다. 그러면 한 달에 추가로 실업급여가

은 수가 실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1,000크로나(한화 약 16만 3,000원)만큼 감소하며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아도 세후에는 월 약

스웨덴 전문직 노총(The Swedish Confederation

9,700크로나(한화 약 158만 5,000원)가 될 것이다.

Of Professional Employees: TCO)이 2007년 후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스웨덴의 현 법정실업보험

기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실업보험 가입자

제도상 실업급여 기준 임금도 낮고 임금대체율도

수의 약 58%만이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낮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나머지 42%

사설보험기관과 추가로 단체보험 계약을 맺어 조

는 실직했을 경우 생활을 위해 사회보조금을 받아

합원이 실직하게 될 경우 최대한 실직 전과 비슷한

야 할 상황이다. 실직 전 임금의 80%보다 낮은 수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조

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합원 10명 중 약 7명이 이러한 추가 단체소득보장

TCO가 2008년 8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TCO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단체소득

가 운영하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수령

보장보험 수령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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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근로자가 법정

del kommer gå i konkurs’http://www.dn

실업급여 수령 자격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추가 소

.se/ekonomi/din-ekonomi/maria-

득보장보험급여 수령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rofts-en-del-kommer-ga-i-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되어

konkurs-1.844667

있는 실업자 중 약 40%만이 추가소득보장보험급
여 수령 자격이 된다.
�출처 : Dagens Nyheter, 2009년 4월 13일,‘En

아일랜드 : 경제위기로 2008년 합의된 노사정 임금협약 이행 중단
경제위기를 맞아 1987년 이후 22년간 아일랜드

드경총(IBEC)이 합의한 것으로 전체 경제부문을 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회적 파트너십이

상으로 21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임금을 각각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09년 1월 말부터 시작된

3.5%와 2.5% 인상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며, 임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사회적 파트너십 대화

외에 노동권 신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2009년 2월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

아일랜드의 공공부문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임

금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결렬되었다.

금동결 결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 내용은 165억 유로에 달하는 정부 재

이는 2009년에 실업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

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

되는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현재 정부의 부족한

금에 현행 6%에서 추가로 7%의 연금세를 징수하

재정으로 2008년 합의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능력

겠다는 것이었다.

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게다가 2008년 11월 합의된 노사정 임금협약도

에서는 현재 소수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만 임금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

인상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가 있는 기업

기 위해 일방적으로 최소한 2010년 말까지 공무원

이라고 하더라도 현 경제상황에서는 노조가 기업

들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결정했으며, 민간부문

에 적극적으로 임금협약을 준수하기를 요구하기

사용자들은 최소한 향후 12개월간 임금인상을 공

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9년 2월 10일까지

식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이행되

공공기업인 아일랜드 전기공사(ESB)를 비롯한 55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노사정 임금협약은 2008

개 기업만이 3.5%의 임금인상을 적용했다.

년 11월 17일 정부, 아일랜드노총(ICTU)과 아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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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보상체계와 서브프라임 관련 정책들에 있

한 캠페인을 벌였다.

어서 사용자측과 정부측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

�출처 : Eironline 홈페이지, 2009년 3월 2일,

끌어내는 데 실패함에 따라, 2009년 2월 21일 22

‘National pay deal collapses in midst of

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

economic crisis’http://www.eurofound.

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europa.eu/eiro/2009/01/articles/ie090103

새로운 일자리 보호와 실업극복 등을 주 내용으로

9i.htm

하는‘사회연대협약(Social Solidarity Pact)’
을위

영국 : 우체국, 부분 민영화 계획으로 정부와 노조 대립 격화
영국의 국영 우체국인 로열메일(Royal Mail)의

분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계획으로 정부와 관련 노조의 대립은 물론

30%의 지분 매각 대금을 통해 250억 파운드의 연

여당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금기금과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해 15억 파운드 정

말 고든 브라운 총리는 로열메일의 부분 민영화를

도의 투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공식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100%로 소유하고 있

다. 현재 네덜란드계 우편서비스 업체 TNT 등이

는 지분의 30%를 매각할 계획이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각의 이유는 민영화를 통해 로열메일의 경쟁

통신노조인 CWU는 부분 민영화 계획이 결국 완

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로열메일은 여전히 개인

전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우편서비스에서는 독점권을

고 민영화는 곧 대량해고와 동격이라고 믿고 있다.

보장받고 있으나, 기업 고객의 우편물 발송에는 국

물론 정부는 로열메일의 최대 주주로 남을 것이라

내뿐 아니라 유럽의 대형 업체들까지 참여하고 있

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

어 급격히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는 것은 노조뿐만이 아니다. 노동당 의석수의 2/5

정부는 로열메일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유로 낙

에 해당하는 140명의 의원들도 정부의 방침이 일

후된 기술력, 비대해진 조직, 비효율적인 운영 등을

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기

꼽고 있다. 이런 결과로 로열메일은 심각한 재정적

를 들고 있다. 현재는 언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금 적자가 80억 파

펼치는 데에 주력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이 거리에

운드(한화 약 1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서 홍보전을 펼치는 등 활동이 범위를 넓혀가고 있

정부는 로열메일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지

고, 정부는 정부대로 구체적인 매각자들을 거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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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노

Royal Mail sell-off’http://news.bbc.co.

정 간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k/1/hi/england/west_midlands/black_cou

�출처 : BBC, 2009년 3월 14일자,‘Protest over

ntry/7943516.stm

영국 : 지난 1년간 부당해고 조정신청 6천 건 이상 증가
2008~2009년 고용관련 조정신청 공식 통계가

7,382건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발표되기 전에 인사관련 전문지인 XpertHR가 임

이에 반해 남녀차별 소송이 2만 6,907건에서 1

시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4

만 7,459건으로, 근로시간 규정에 관한 소송이

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고용심판소(Employment

55,712건에서 21,278건으로 확연히 감소했으며,

Tribunal)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작년 2008년

연령차별 소송 건수는 작년 2008년 3월까지 2,949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3만 1,365건으로, 약

건에서 3,4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가량이 증가했던 작년 2007년 4월부터 2008

�출처 : 1. 퍼스널투데이 웹사이트, 2009년 3월

년 3월까지 18만 9,300건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24일,‘Unfair dismissal claims up by

수치이다.

over 6,000 in year to February’http://

조정신청 건수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특

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0

히 세부 항목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

9/03/24/49986/unfair-dismissal-

로 해고와 관련된 소송이 모두 증가해 요즘 경제위

claims-up-by-over-6000-in-

기 상황과 많은 일자리 감축 및 대량해고의 여파를

year-to-february.html

보여주는 듯하다. 무엇보다 예년에 가장 많은 수를

�출처 : 2. XpertHR 웹사이트, 2009년 3월 24일,

차지했던 급여평등(Equal Pay) 조정신청이 지난해

‘Provisional employment tribunal

6만 2,706건에서 4만 2,416건으로 1/3 가량이 줄

figures for 2008/09 show rise in

어든 반면, 부당해고 조정신청이 4만 941건에서 4

redundancy claims’http://www.xperthr

만 7,115건으로 급증해 급여평등 조정신청을 앞질

.co.uk/article/92617/provisional-

렀다.

employment-tribunal-figures-for-

또한 해고수당(Redundancy Pay) 소송도 7,313
건에서 9,220건으로 증가하고, 해고에 대한 어떤
논의나 고지가 없었음에 대한 소송도 4,480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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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월
영국
탄력적
차기근무시간제
집행위원회자격조건
고용사회정책
확대 담당 집행위원,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유

600만 명 이상의 부모와 간호인이 탄력적 근

급휴가 자격조건이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무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

법안이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리가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까지 확

이에 영국노총(TUC)의 브랜단 바버(Brendan

대됨으로써 약 450만 명이 새롭게 권리를 얻

Barber) 사무총장은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게 될 것임.

에게까지 탄력적 근무시간제 자격이 확대되는 것
은 사용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브랜단 바버 사무총장은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

- 2008년 고용법 조항들(Employment Act
2008)이 시행에 들어감.
- 최저임금제 강화를 포함하여 영국 고용법의 주
요 내용을 강화하고, 단순화하고, 명료화시킴.

한 회사는 일가족 양립에 대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

- 주당 법정 상병수당(Statutory Sick Pay: SSP)이

고 덜 염려하게 됨으로써 직원들이 더 헌신적이고

주당 £75.40(한화 약 14만 9,000원)에서 주당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

£79.15(한화 약 15만 6,000원)으로 증가함.

력적 근무 신청을 받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 연금 크레딧(일종의 top-up연금) 증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탄력

- 임신기금 도입(최소 임신 25주의 임산부에게

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

일시금 £190(한화 약 37만 6,000원) 지급).

란다고 말했다.

- 법정 유급휴가 기간이 1년에 4.8주에서 5.6주

또한 영국노총(TUC)은 법정 유급휴가 기간이 1

로 증가. 즉 주 5일 전일제 근무자의 경우 24

년에 4.8주에서 5.6주로, 주 5일 전일제 근무자의

일에서 28일로 확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경우 24일에서 28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

전일제로 환산하여 계산.

한다고 밝혔다.
세부 법안 내용
- 탄력적 근무시간제 신청 자격조건이 16세 이
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
- 탄력적 근무제도는 2003년 만 6세 이하(장애

�출처 : TUC 홈 페 이 지 , 2009년 4월 3일 ,
‘Extending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is‘good news for employers’
’
http://www.tuc.org.uk/newsroom/tuc16229-f0.cfm

아의 경우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
청할 수 있도록 처음 도입됨. 2007년 부모뿐
아니라 성인 간호인에게까지 확대됨.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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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사용자가
차기 집행위원회
근로자 이메일
고용사회정책
모니터링할
담당수집행위원,
있는 권리체코
법으로
출신보장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핀란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회사 이메일

핀란드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근

계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전자정보

로자 16,000명, 연간 납세액이 13억 유로(한화 약

감청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시

2조 2,900억 원)에 달하는 노키아 본사를 해외로

행된다. 사용자는 회사의 기밀이 노출된다고 여겨

이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지는 경우에, 근로자의 이메일 메타데이터에 접근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이 핀란드 헌법에 위배된

하여 이메일의 수신자, 이메일 크기, 첨부파일 종

다는 입장이지만, 핀란드 정부 교통통신위원회 위

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단, 이메일의 내용은

원들은 이메일 메타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확인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기업 기밀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기업 기밀 보안이 목적인 이 법은 일명 노키아법

수단이라고 밝히며 이 법을 지지했다.

(Lex Nokia)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2005년 노

�출처 : Helsingin Sanomat, 2009년 2월 1일자,

키아의 기업 기밀을 중국의 화웨이에 이메일을 통

‘Nokia - stronger than law?’http://

해 전달한 혐의로 노키아가 근로자를 고소한 적이

www.hs.fi/english/article/Nokia+-

있었는데, 이후 노키아가 이 법을 입법하고 통과시

+stronger+than+law/1135243256669

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인을 상대로 상당한 로

Eironline, Nokia wins company right to

비를 펼쳤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유력 일간지 헬싱

monitor employee emails http://www.

긴사노맛(Helsingin Sanomat)은 이름을 밝히지 않

eurofound.europa.eu/eiro/2009/02/article

은 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말을 인용하여 노키아는

s/fi0902059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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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만 : 노조,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항의행진 개최 예정
실직자들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출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몇몇 노

청년노동95연맹의 위원장인 Chen Puo-chien

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항의행진을 열 것을

는 자연보호, 고령자들을 위한 장기적 의료서비스

계획하고 있다.

와 같은 중장기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대만노총(Taiwan Confederation of Trade

800억 NT달러(한화 약 3조 4,500억 원)를 매년 특

Unions: TCTU), 전국은행노조연맹(National

별예산으로부터 충당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Federation of Bank Employees unions: NFBEU)과

제안했다.

청년노동95연맹(Youth Labor Union 95)의 대표들

정부는 그 예산으로 16만 명을 공공부문에서 고

은 항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

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50만 NT달러(한화 약

었다.

2,16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고 Chen 위

대만노총의 사무총장인 Hsieh Chuang-Chih 씨

원장은 덧붙였다.

는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예산회계통계국(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창출하고 실업의 증가를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

Accounting and Statistics)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

고 말했다.

면, 2월 실업률은 지난 해 동월에 비해 1.87% 상승

전국은행노조연맹의 사무총장인 Han Shih-

한 5.75%를 기록하였다. 동월, 홍콩은 5%의 실업

hsein 씨는 투자정보 서비스기관과 전자제품 제조

률을 기록했고, 일본은 4.1%, 한국은 3.5%, 싱가포

기업에 의한 지난 몇 개월간의 대규모 해고는 근로

르는 2.6%의 기록을 보였다.

자들의 권익이 법에 의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

�출처 : 타이완뉴스, 2009년 4월 6일,‘Labor

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unions to hold protest march against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사용자들이‘부당한 방

unemployment’http://www.etaiwan

법’
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news.com/etn/news_content.php?id=912

야 한다고 Han 사무총장은 제안했다. 또한 근로자

820&lang=eng_news&cate_img=logo_ta

들을 단기간으로 파견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장

iwan&cate_rss=TAIWAN_eng

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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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업차기
직원집행위원회
임금삭감, 고용사회정책
업무 부담 가중담당 집행위원,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인도 기업들은 직원들의 임

고 다중업무(multitasking)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금을 삭감하는 반면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은 가중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최대의 인력파견업체

다고 응답했다.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

TeamLease Services가 지난 2월 실시한 설문 조사

하는 노력과 철저한 실적 위주의 업무 평가를 하는

를 바탕으로 작성한‘직장에서의 기대 변화’보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전

서에 따르면, 직장인 55%와 인사과 담당자 48%가

체 응답자의 40%는 현재 경기 후퇴가 자신들의 경

‘이전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고 응답하였

력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이라고 느

다. 반면 관리직 46%와 평사원 47%는 기업이 비

끼는 강도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절감을 감행하는 상황이어서 임금이 삭감되는

이 조사는 인도 주요 도시(아메다바드, 뱅갈로

경향을 보인다고 응답했다.

르, 첸나이, 델리,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뭄바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직장인은 임금수준

푸네)에서 인사 담당자 52명을 포함한 직장인 402

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만

나타났다. 직장인 56%는 현재 임금수준과 관계없

22~45세이며, 판매, 마케팅, 사업개발, 운영, 회계,

이 직장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3%는 직장

인사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자신들의 직무나 부서를 바

�출처 : 1. LiveMint, 2009년 3월 3일자,‘Firms

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24%의 응답자는 분

getting more work from employees:

야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6%

survey’http://www.livemint.com/

는 임금이 낮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안

2009/03/03183425/Firms-getting-

전하다고 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39%의 인사

more-work-from-e.html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

�출처 : 2. Business Standard, 2009년 3월 4일자,

장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30%

‘Employees glad keeping their jobs:

만이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

survey’http://www.business-standard.

났다.

com/india/news/employees-glad-

이 업체의 간디(Surabhi Mathur-Gandhi) 부장
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연성(flexibility)과 탄력성(resilience)이 요구된다
고 언급했다. 약 80%의 직장인은 기술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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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근로자
차기10명
집행위원회
중 9명이고용사회정책
사회보장 결여
담당 집행위원,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4월 16일 시작되는 인도 하원의원 선거의 공약

근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보건의 날을

으로‘일자리 보장(job guarantees)’
이 나오고 있는

기념하여 발표된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 보

가운데, OECD는 인도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정식

고서는 경기침체가 인도 근로자들의 직장 유지에

고용계약서가 없으며, 사전 해고 통지도 받지 못하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고 있다고 밝혔다.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IT산업과 금융업 종사자들에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
‘Is Informal Normal?’
)

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에 따르면 인도 4억 5,000만 명의 근로자 가운데 4

에 따르면, IT 및 ITes 종사자의 54%가 우울증과 심

억 1,000만 명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이

한 두통, 비만, 척추염, 고도의 긴장감을 호소했으

중 2억 1,000만 명이 농업에, 2억 명이 농업 이외의

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47%가 과로, 당뇨병, 심혈관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3억

계통 질환 등을 겪고 있다.

7,000만 명의 근로자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

�출처 : 1. The Indian Express, 2009년 4월 11일자,

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라

‘90% Indian workers lack social security,

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로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에 대한

says OECD’http://www.indianexpress.
com/news/90indianworkerslacksocialsecu
ritysaysoecd/445680/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들

�출처 : 2. Business Standard, 2009년 4월 10일자,

은 위험성이 높고 급여가 낮으며 실업보험의 혜택

‘Nine out of 10 Indian employees lack

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

social security’http://www.businessst

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

andard.com/india/news/nineout10indiane

인구의 절반이 넘는 18억 명이 공식 노동계약서나

mployeeslacksocialsecurity/58384/on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직장을

�출처 : 3. Business Standard, 2009년 4월 6일자,

잃는 인구와 비공식 부문의 국외근로자가 본국으로

‘Eco crisis takes toll on employees

귀환할 경우 이 수는 점차 늘어나 2020년에는 전체

health: Assocham’http://www.businessst

노동인구의 2/3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dard.com/india/news/ecocrisistakestoll

OECD는 현재 12억의 근로자가 공식 고용계약과

employeeshealthassocham/ 58122/on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악영향은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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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차기이직자의
집행위원회
지역
고용사회정책
이주를 지원하는
담당 집행위원,
지원금 제도
체코
실시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일본 총무성은 2009년도부터 도시에서 이직한

따라 지역에의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층 등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

2009년도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사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교부

용할 방침이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세에 대한 배분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황에 따라 정부의 분담비율 등이 차등 적용되

알선으로 지방에 이주한 자에 대해서는 연 200만

고, 이주자를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교부세를 확대

엔(한화 약 2,598만 원)에서 400만 엔(한화 약

지원한다.

5,197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

총무성은 교부세를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

주자에게는 지역의 농업 및 개호 분야 등에서 종사

자치단체의 지원태세가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하도록 장려하여, 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로 심각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주거 및 자동차에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한 지원 가능 여부 등 생활환경이 바뀌어도 원활

2009년도에는 전국에서 약 300명 규모의 이주자

하게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목

지원에 착수하고, 2~3년 후에는 1,000명 규모로 확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대할 방침이다.

이주자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는 지방자치단체와 비

심각한 농업과 개호 및 의료 부문 등을 중심으로

영리 조직에 의해 이전부터 실시(수십명 정도의 규

한 지역에서의 취직을 요구하고, 개호 등의 자격증

모)되고 있었지만, 총무성이 본격적으로 이직자에

을 취득하기 위한 통학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착수함에 따라 전체적

제설작업 등 지역 특수적인 부문도 일자리 제공의

인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3월 중에 실시를 위

대상이 되고 있다. 총무성은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지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상황을 홈페이지 등에서 일람

방자치단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주자에 대한 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NPO 등과 연계하여

정 조건은 없지만, 고용정세의 악화로 인해 직장을

도시부의 희망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조정하

잃은 청년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총무성은 예상하

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고 있다.

총무성에서는 각 지역별로 요구하는 인재가 상

총무성은 지역으로의 이주자를‘지역부흥 협력

이하고, 금전을 목적으로 가볍게 응모하는 리스크

대원(가칭)’
으로 명명하고, 생활비로서 월 20만 엔

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자를 받아들이는 지방자

(한화 약 259만 원) 전후를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자

치단체가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통해 엄격한 선발

에 대해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급하도록 함에

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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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의 고용환경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
어, 이에 따른 이주자의 취직 및 정착이 난항을 겪

닌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대
응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을 것도 예상된다. 이주자는 생활비를 수령하고 있

이주자의 지역 이주를 지원하는 지원금제도는

는 기간 내에 생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하토야마 구니오 총무대신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

이주자에 제공할 수 있는 직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활성화 계획의 중점 시책의 하나이다.

않으면 이주자의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9년 3월 2일 석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업알선 등을

‘

の

’

포함하여, 지원금의 배포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

일본 : 고용형태 및 남편의 가사시간과 출생률과의 관계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남녀의 결혼, 출산, 취업

면, 남자의 경우 100만 엔(한화 약 1,384만 원) 미만

등의 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기

8.2%(여자 14.8%, 이하 같음), 100~200만 엔 미만

위해 2002년부터 패널조사「21세기 성년자 종단

10.6%(18.9%), 200~300만 엔 미만 15.6%(20.0%),

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이 조

300~400만 엔 미만 19.5%(20.7%), 400~500만 엔

사에서 첫 해 20~34세인 남녀 2만 7,893명으로부

미만 20.6%(21.8%), 그리고 500만 엔 이상

터 조사표를 회수하였는데, 2007년 조사에서는 1

19.6%(19.4%)로 500만 엔 이상을 제외하면 연봉

만 6,444명으로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이 많을수록 결혼비율이 높았는데, 여자보다 남자

2007년 조사 개요가 3월 11일 발표되었는데, 고
용형태 및 남편의 가사시간과 출생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그 성향이 강했다.
지난 5년간 부인의 고용형태별 출산상황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출산한 비율은 43.0%로 비정규직

먼저 독신자가 지난 5년간 결혼한 비율은 남자

의 22.4%보다 거의 2배가 높았다. 첫 번째 자녀가

21.7%, 여자 27.3%로 여자가 6.6%포인트 많았다.

출생한 비율은 정규직이 49.0%로 비정규직의

결혼한 비율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정

35.6%보다 1.38배 높았고, 두 번째 자녀가 출생한

규직이 24.0%로 비정규직의 12.1%보다 약 2배 많

비율은 정규직이 65.6%로 비정규직의 39.0%보다

았는데, 여자의 경우 정규직 27.7%, 비정규직

1.68배 높았다. 세 번째 자녀가 출생한 비율은 정

24.5%로 정규직이 다소 많았다.

규직이 18.1%로 비정규직의 9.6%보다 1.89배 높

최근 3년간 결혼한 자의 비율을 연봉계층별로 보

았다. 출생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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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출산한 비율이 더 높았다.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휴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경우 지난 4

녀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두 번

년간 출산한 비율은 34.2%로 없는 경우의 18.8%보

째 자녀의 경우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쉬운 분

번째 자녀가 출생한 비율은 남편의 휴일 가사 및

위기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9.4% 높았다.

육아시간이‘없다’
는 35.5%,‘2시간 미만’42.3%,

이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미만’58.8%,‘4~6시간 미만’63.5%,

서는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

‘6~8시간 미만’60.6%, 그리고‘8시간 이상’

간을 늘리고, 그리고 여성의 육아휴직제도와 그 이

71.3%이었다.‘8시간 이상’
이‘없다’
보다 약 2배

용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많아, 남편의 휴일 가사 및 육아가 두 번째 자녀의

�참고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09년 3월 11일

일본 : 개정고용보험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험료를 6개월 납부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개정고용보험법이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있도록 조정하였다. 재취직이 어려운 실업자의 급

성립되었다. 개정고용보험법은 적용범위를 고용예

여일수도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위한

정기간‘1년 이상’
에서‘6개월 이상’
으로 단축하

고용보험료율도 기존의 1.2%에서 0.8%로 인하

여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2009년에 한정)하여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시행일을 3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말에

�참고 : 일본경제신문, 2009년 3월 28일 조간,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를 지원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작년 가을 이후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
데, 올해는 파견계약의 대부분이 일제히 계약 해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고용보험법의
가입대상 확대 조치로 인해 비정규근로자 약 150
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에 따라 실직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되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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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노동지침
차기 집행위원회
개정(중도해약
고용사회정책
규제 강화)
담당 집행위원,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2009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은 중도해약을 규

자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파견사용자는 손해배상

제하는 내용을 넣은 파견노동지침을 개정하여 시

과 관련하여 파견회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행하였다.

전후 처리 방침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파견계약의 중도해약시
파견사용자(파견회사)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확보

견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파견사용자는 중도해제를
한 이유를 파견회사에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을 유지

이와 같이 파견근로의 중도해약시 파견사용자의

하면서 휴업 등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지침을 정한 것은 2008년 가을

등의 책임을 갖게 된다. 둘째, 파견사용자는 자기

이후 세계 경제위기로 파견사용자가 파견근로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견계약을 중도해약할 경우

를 계약중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해고시켜 많은 사

휴업 등으로 생긴 파견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

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다. 셋째, 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의 둘째 사항
을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13일까지 파악한 3만 1,000명의 파견근로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견계약의 중도해약과 관련하

조사한 결과, 파견계약의 중도해제로 파견근로자가

여 파견사용자가 실시해야 할 지침을 보면 다음과

이직한 비율이 84.3%나 되고 고용이 계속 유지된

같다. 첫째, 파견사용자는 파견계약을 해제할 경우

비율은 10.5%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5.2%는 미정

파견회사의 동의를 얻어 미리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이었다. 이직한 자 중 해고된 자의 비율은 88.6%나

갖고 계약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파견사용자

되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

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관련기업에서

다. 한편, 고용이 계속 유지된 자에 한해서 보면, 파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취업기

견사용자의 관련회사에 알선되어 취직한 비율은

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취업기회를

32.2%, 새로운 파견사용자에게 고용된 비율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중도해제로 파견회사가 입은

60.7%, 그리고 휴업∙교육훈련 등이 7.0%였다.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견회사가

위와 같은 지침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을 어

당해 파견근로자를 휴업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지불

느 정도 유지∙개선할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배상하거나, 파

�참고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09년 3월 31일,

견회사가 파견사용자 때문에 예고 없이 당해 파견

‘ 遣 ∙

の改 について’http://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www.mhlw.go.jp/houdou/2009/03/h0331

지불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파견사용

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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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월
일본
야채공장
차기 집행위원회
보급지원으로
고용사회정책
새로운 고용창출
담당 집행위원,
기대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실내에서 야채와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야채공장의 보급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

추, 토마토, 딸기 등 약 10개 품목으로 양상추의 경
우 연간 20회 연속해서 재배할 수 있다고 한다.

작하였다. 공장 건설비를 저리로 융자하고 설비투

야채공장의 설치 장소로는 이전에 공장이 섰던

자에 대한 감세 등을 실시하여 향후 3년간 공장 수

자리, 경작포기지, 상점가의 빈 점포 등을 상정하

를 현재의 약 4배 수준인 150개로 늘리고, 생산량

고 있다. 유휴지의 활용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을 약 5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책에 유효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로서 외식산업

대된다. 단, 대규모 야채공장의 건설비는 수십억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엔에 이르는 데다 농업과 공장을 조합하는 야채공

것으로 기대되어 정부 및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추

장은 입지 규제가 애매한 면도 있어 정부는 법 정

가 경기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비를 서두르고 있다.

야채공장은 내부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공조기

공조시설에 대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야채 등의

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식물의 성장

점두 가격이 통상 야채보다 2�3배 비싸다는 단점

에 필요한 빛과 물, 이산화탄소 이외에 온도와 영

을 해결하기 위해 야채공장의 에너지 절약 기술화

양분 등을 컴퓨터로 관리한다. 품질과 형태를 균일

를 지원하는 등 생산비용을 향후 3년간 약 3할 정

화할 수 있고, 해충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어 농약

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을 사용하지 않고 야채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09년 4월 8일 석간,‘

있다. 이미 대형 식품회사 등이 전국에 약 40개의
시설을 가동시키고 있다. 현재 취급 품목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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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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