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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세계적 경제위기와 지역의 대응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2008년 하반기부터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각 국가와 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가
운데,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각 국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산
업구조 및 역량에 따라 차별적인 위기대응책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같은 시점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기
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내제된 주체들의 역량과 생산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수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은 발전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실패를 하게 되는 등 지역 특정적인 발전전략이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
구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제3의 이탈리아’
라 불리는 (중소기업들이 집중된) 이탈리아 중심부와
동북부 지역의 클러스터가 다른 지역이 침체를 보이는 기간에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거두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탈리아 지역경제의 성장은 비록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집중화와 협력적 경쟁
을 통해 얼마든지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외 지역에
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위기시 지역이 보여주는 발전전략 및 대응
책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중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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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기업 밀집을 통해 성공한 지역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 주체
들은 관련당사자들의‘상호관계를 정의하고 규제하는’제도적 장치(governance mechanism)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지역별로 그 유형이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및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뒤 보고서에서 소개되는‘제3의 이탈
리아’
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같이 잘 알려진 지역 사례는 물론 웨스트유트란드, 오요낙스
등 신생 지역경제를 포함한 실증적 사례 연구를 보면, 지역에 집적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동대응책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및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숙련된 노동력과 교육기관,
신용(credit),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한 공동의 서비스 제공 노력은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동 대응책은 본 보고서의 주요 사례인 미국의 WRTP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WRTP는 극심한 국제경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1990년대 초 기업, 노
조,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역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경우에 해당한
다. 특히 이 사례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당시 미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에 기초한 경영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WRTP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하이 로드(high road)’전략, 예컨대 노동자 훈련에 투자하고,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며, 향상
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재조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의 경영전략에 합
의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와 노조 역시 기술을 개발하고 작업 재조직에 따라 증가하는
책임과 권한을 기꺼이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노사정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동의 대
응책 마련을 통해 WRTP는 그동안 큰 성공을 이루어 왔으며,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최근
의 경제위기하에서도 지역의 주체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WRTP 사례뿐 아니라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독일 및 유럽의 다양한 지역경제는 결국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재확인해 준다. 즉 기존에 성공적이었던 몇몇의 지역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ichael Storper(1990)도
강조했듯이 지역은 다양한 내부 긴장관계 및 외부 요인에 대해 반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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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적응능력에 따라 일부 지역경제는 생존하고 일부 지역경제는 퇴출된다는 것
이다.
요컨대 Peter Totterdill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은 내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공식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야 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의 변화에 따라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및 사회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즉 지역 주체들 사이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공공정책의 개입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주는 지방정부
및 사용자 조직 그리고 노조를 포함한 지역 주체들의 역할이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미래 역시 본 보고서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지역
수요에 맞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들의 협업 및 신뢰 그
리고 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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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 지역경제

Peter Totterdill (UKWON 공동대표, 영국 런던 킹스턴대학교 초빙교수)

■ 머리말
유럽은 유럽 내 지역경제의 강점 또는 취약점과 거의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세계 경기침
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고용 및 비즈니스에 미친 모든 영향을 평가하기엔 성급
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의 규모가 확실히 작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부 유럽 지역경제의 회복력이 관련 행위자
연합의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어떻게 강화되어 장기적 회복 및 성장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유럽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두려움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꾸준히 정치적 담화의 주제로
등장해 왔다.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한 저임금 국가로의 일자리 유출, 미국과의 현저한 생산성 격
차, 금융부문의 단기성, 혁신기반 발전의 실패 및 보다 최근의 경제활동인구 고령화 현상 등이 유
럽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사실 기저의 보이지 않는 원인들은 파악하기
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유럽의 경쟁 우위는 고도로 가격에 민감한 시장을 겨냥한 재화 및 서비스의 대량 생산에 있지 않
다는 것은 몇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세계화, 기술혁신, 환경, 인구 및 고객과 근로자의 기대치에서
혁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쟁사보다 혁신적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간 경쟁에서의 승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은 기존의 제품/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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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세계적 경제위기와
유럽 지역경제의 회복력 구축

질 및 공급을 개선하고 간접비용을 줄이며, 신기술 투자 및 구축에 힘쓰고, 점점 복잡해지는 규제
의 틀을 준수하고, 경쟁사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며, 숙련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근속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시장, 소유권 및 통제, 보다 광범위한 물리적 또는 정치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
외적 충격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재개발하고 대내외적으로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점차 기업의 생존
이 좌우될 것이다. 각 지방 및 지역은 혁신이 발생하는 시스템의 주요한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경제에서의 혁신 및 지역의 의의
본 논문의 맥락에서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은 각 지방이 경제적 기회, 기술, 인적자원 및 문화의
융합을 통해 혁신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데 있다. 각기 다른 행위 주체들이 활동하는‘인텔리전
트 네트워크로서의 지역’
이라는 컨셉은 경험 및 실험, 학습의 교류에 기반한 협업 능력에 기반하
고 있다. 또한 경제의 전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적 개입에 관한 지역 활동 및 신규 전략,
접근 방식 모델링, 도시 및 지역 단위 전략 통합, 작업장에서의 변화 유도, 개별 학습 등에 있어 새
로운 방식을 요구한다. 그러한 통합은 기존의 기술관료 모델 및 지시적 계획(directive planning) 모
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정책 영역을 대화 및 대응, 혁신의 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Fricke and Totterdill, 2004).
글로벌 경제의 맥락에서‘지역 혁신’
이란 다소 모순적인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다. 자본의 자유
로운 이동, 불안정한 국제 노동분업,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의 출현으로 지역은 수동적∙임시적 경
제개발 공간이자 규모 및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고( 考)가
생성되었다. 이런 견해에서,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교통, 통신, 토지사용계획, 직업교육 및 세
제 혜택이 기본 조건으로 요구되나, 사실 그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쟁적 우위는 더 이상 지리적 위치가 아닌 기업의 초국경화 정도에 직결된다. 따
라서 지역의 경쟁력은 글로벌 투자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 즉 임금 비용,
기업 세제, 현지 공장의 지역간 상대적 생산성, 공급망 유통 등에 의해 측정된다.
지난 수년간 유럽 각지의 지역개발 사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이었다.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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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능한 지역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실리콘 글렌(Silicon Glen)’
의 경우, 스스로
를 국가 및 지역 정책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저기술 조합이나 미국의 기술기
반 제품은 지역 활성화(regional regeneration) 재원으로서 상당한 제약성을 띠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전자 부문에서 발생한 글로벌 위기에 의해 강조되었다. 지역은 발 없는 자본(footloose
capital)을 일시적으로 집중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자본의 유출입은 계속될 것이
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공장을 정리(departing)하게 되면 텅 빈 건물 외엔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일
일 조립공정에서 근로자가 배울 만한 가치 있는 기술은 찾기 어렵다. 내부투자 기업이 투자 지역에
깊이 파고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생적인 경제가 신지식, 기술 또는 시장 측면에서 지속적인
혜택을 얻는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 공공정책은 투자기업의 지역 경제 편입을 돕는 데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 심지어 내부 투자기업과 지역 공급자 간의 관계구축 시도가 혁신 및 다각화 역량을
제고하기보다는 지역 경제의 현지공장 의존도만 높일 수도 있다 (Pratt and Totterdill, 1992).
만일 외부 자금의 지역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내 자원을 동원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루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지역은 세계적 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보
다 광범위한 영향력들이 필연적으로 지역 구조 및 관행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그림1 참고). 현실에
서 자본 및 노동의 잠재적 이동성은 강도에 상관없이 다수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시장 특성, 공급
망 관계, 사회적 대화, 지역 대학과의 연계, 공공정책의 틀, 기타 무형적 요인 다수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사리 모방할 수 없는 특징적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지역 차별
화 유형을 결과하기도 한다(Porter, 1990).
따라서 혁신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프로세스이다. 유럽의 다양한 지역간 생산 시스템은 유의
미한 학습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 발전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식 접근법과 이탈리아의 산업지
구개발 접근법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어 유럽적 차원에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Belussi and Garibaldo, 1996). 양 모델은 기업 내, 기업 간,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
및 주정부 간 파트너십 및 공동 운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과 공동
운영의 발현은 지방 환경 및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기 다른 솔루션과 경험을 결과한
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비교, 비판적 대화 및 협업을 통한 혼성적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
서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지역 단위 학습 및 혁신지원 시스템의 특징을 발견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학 연구기관 및 사회적 파트너, 비즈니스 지원기관, 개별 기업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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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이 작업장 혁신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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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제’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교량적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Lundvall, 2004).
산업지구의 경우, 이와 같은 복잡다기한 상호관계에 기초한 학습 환경의 상징적 예를 보여주며
(Asheim, 1997; 2007), 실례는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Piore and Sable, 1982; Sable, 1986)의 일
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1980년대 산업지구의 재발견으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대기업 중
심의 생산 세계화 추세로 대변되는 경쟁적 우위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얻게 되었다(Hirst and
Zeitlin, 1986).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산업지구는 생산 시스템 모델로서 이해
될 것이 아니라 집합적 지식, 학습, 반영 및 행동에 기반해 스스로를 재건하는 역량을 토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다.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산업지구에서 혁신 네트워크
1980년대 초반 이래,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와 같은 이탈리아 지역은 유럽 전역에서
산업지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지구는 지형적으로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조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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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수직적∙방사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생산 시스템에 적합하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13
개 시에도 역시 이러한 산업지구가 발견되는데, 각각은 니트 의류, 가구, 기기, 도자기 등 상이한 부
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산업지구에 위치한 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제
조공정의 단일 단계에 집중하되, 고도의 공동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신뢰에 바탕을 둔 하나의
생산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카프리(Carpi)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니트 의류 지구는 평균 직원 수가 5명 이
하인 마이크로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기업 중 극히 일부만이 소매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
지고 있다. 이들 리드 기업의 역할은 고유 디자인에 대한 주문을 받아 복잡다단한 제조업체 네트워
크에 각 생산 단계별로 위탁하는 것이다. 즉 원단 재단, 스티칭, 오버로킹, 버튼 홀딩 또는 단추 달
기 등 각 공정에 특화된 회사에 위탁하게 된다. 의류별 복잡성에 따라 8~12개의 세부 공정을 거쳐
야 하며 하청업체의 수도 이에 따르게 된다. 동 시스템은 작업속도 및 활용도 측면에서 몇 가지 장
점이 있으며,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고 소매업자들에게‘프론토 모다(pronto moda, 기성복 패션 전
시회)’
를 통해 판매 트렌드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에 기반해 의류가 유통되도록
한다. 하청업체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선도기업 일부가 시즌 중 주
문 확보에 실패하면 다른 기업의 주문 확보가 늘게 되므로 일정 작업 물량은 언제나 확보 가능하다
(Bruso, 1986).
ERVET(에밀리아 로마냐 지역개발기구)는 지역 근로자 조직, 노사, 시 정부 연합체를 이들 클러
스터 각각에 대해 충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카프리에서는
1980년 CITER(에밀리아 로마냐 지역혁신센터)를 형성하여 마이크로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비용
으로 선진시장 인텔리전스, 패션 경향 예측, CAD-CAM 기술 접근, 생산 전문지식, 비즈니스 컨설
팅 및 경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조직 또한 매우 활발하였으며, 지역 기업을 위해 강력한 목소리
를 낼 수 있었다. 이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클러스터가 국제시장에서 수직 통합적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대다수 1세대이자 정규 경영수업을 받지 못한 기업인들의 제
한적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당시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는 실제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
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센터가 지식 및 기술이전의 주요한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에밀리아 로마냐 등의 지역에서 극단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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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rdi, 2007). 국제시장의 압력으로 수직적 통합 기업이 성공하게 되었고, 보다 교육을 잘 받은
2세대 기업인들이 점차 성공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각 기업들은 저비용 국가로 일부
생산 시스템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보다 높은 가치의 프로세스에 집중하되 해외 파트
너사와의 전략적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 개략하자면 에밀리아 로마냐의 13개 산업지구는 더 이상
초창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지역경제 구조는 기술 사용 기업과 기술 생산 기업
이 함께 하는 상호연관적‘관계(filiera)’
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되고 있다. 기계 및 전자 엔지니어링
부문간 통합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술 사용 업계인 자동차 및 요업 부문과의 파트너쉽을 통해‘기
계전자공학(mechatronics)’및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고도의 혁신을 이루어낸 것은 이를 방증하는
좋은 일례이다.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 정책에 접근할 때 국제 경쟁력 지속에 점차 필요한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터넷 및 경영 교육을 잘 받은 신세대 관리자의 등장으로 직접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면서, 혁신의 중요성은 신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에 대한 기
업 투자 수준에 광범위하게 반영되기 시작했다. 공공정책은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개별
기업의 R&D 노력을 연계하는 것뿐만 하니라 전문가 지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 분명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 결정자들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산업 지구 시스템 및 문화 내에 구축된 공
동 운영 및 지역 연대의 전통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내에 구축된‘제도적 점성(institutional
density)’
을 기반으로 할 수 있었다. 즉, 기업 및 공공제도에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을 가진 다양한
매개 조직이 존재하여 이들이 전략적으로 정책을 재고하였던 것이다.
2002년,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산업연구, 혁신 및 기술이전을 위한 지역 시스템’지원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동 법과 관련하여 최초의 사례이다(Bardi, 2007). 동 법은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연구 이니셔티브 포트폴리오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대학은 합동 프로젝트에서 직접
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기존 기술이전 기관(예: ASTER; www.aster.it))의 역할 제고를 통해 이
전략을 주로 이끌었다. 에밀리아 로마냐 혁신 시스템은 공공 정책입안자, 고등교육, 사회적 파트
너, 인력알선기관 및 기업 간의 복잡다단한 파트너십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500인 이상의
연구원들이 연구실, 기술이전 및 혁신센터,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parks) 등 57개 부문에서 활동
하고 있다.
에밀리아 로마냐의 신규 혁신정책의 틀을 꼼꼼히 평가하기엔 시기상조일지 모르나 다양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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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기존의 정책적 틀이 니트웨어 등의 전통 제조 활동의 수명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제조업의 사양화와 이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유출은 어쩌면 국제경쟁
환경에서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본 정책적 틀을 통해 강력한 공동 운영 및 신뢰 기반이 마련되었
고, 전문지식 및 지방 산업구조에 관련된 암묵적 지식의 보고인 매개 조직의 형태로 다양한 조직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지역 정책 틀의 구조 및 방향이 급진적 조직 개편을 요구하였지만 이들
무형의 자산은 변화에서 살아남아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 혁신 역량 구축
유럽의 연구원, 정책입안자 및 기타 활동 주체들은 에밀리아 로마냐 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및 지역의 네트워크 역량이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오랜 기간 시험해
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혁신은 지역의 과학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집합적 행
위, 즉 학습 및 실험의 상호적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이는 R&D와는 다르며(Asheim, 2007), 오히려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기업 및 활동 주체간의 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지속되어 온 노르웨이의 공공정책 개입 경험에 기반하여, Gustavsen
(2004)은 혁신 촉진 및 보급에 있어 지역의‘개발 연합(development coalition)’(Ennals and
Gustavsen, 1999)’
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합은 다양한 파트너 간의 개방적∙포괄적
대화에 기반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합 내에서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특정 지
식을 갖추고 파트너에게 자기 평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식형 참여자가 될 수 있다. 활동 연구는 이
러한 견지에서 지역 개발 도구의 주요 원천이 된다(Fricke and Totterdill, 2004). 노르웨이의‘Value
Creation 2010’이나 핀란드의‘National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
와 같은 국가 정책
프로그램은 지역 및 지방 단위 연합을 활용한 연구 기반 개입 활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 기반
네트워크는 지식 공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적 개념을 지방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실천적 개념으
로 재해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10_

2009년 6월호 <<

노르웨이: 공공정책으로서의 개발 연합
노르웨이는 정부, 노조, 사용자 간 합의에 기초해 개별 기업의 변화를 지원하는 오랜 전통을 가
지고 있으며, 특히 경영자 및 피고용인을 망라하여 변화의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작업장 개발
회의’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Gustavsen, 1992). 1990년대 중반, 혁신의 영향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Research Council of Norway와 Enterprise Development 2000 산하의 Innovation Norway
와의 공동 운영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 이는 이후 Value Creation 2010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Gustavsen et al., 2001).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지역 또는 하부 지역 단위의 기업 네트워크 조
직 및 자원조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력알선기관 또는 대학의‘활동’관련 연구자들이 주도
한다. 예를 들어,
�Nordvest Forum은 50개 지방 기업 소유의 비영리 기업으로 추가적으로 노르웨이 서해안 북부
지역에 100명의 사용자가 있다. 동 포럼은 연간 경영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비즈니스
리더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교육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한다. 동 프로그램은 정례 토론 및 경험
교류를 위한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포럼에서는 기업 내 작업장 개발 프로젝트의 정기
적 지원 및 상시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얻어지는 각종 결과들을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
고 있다(Hanssen-Bauer & Snow, 1996; Hanssen-Bauer, 2001).
�Rogaland-Hordaland의 남부 지역에는 전체 품질경영, 프로세스 재디자인 및 경영-인력 공동
운영 등, 작업장 혁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지원은 고도의
동료 지원을 특징으로 하며 경험 많은 촉진자(facilitator)의 지휘를 받는 지방 학습 클러스터에 기
초하고 있다.
�동부 지역의 Oslofjord 서부에 형성된 프로세스 산업 네트워크는 작업장 혁신과 관련한 공동 학
습 등의 아젠다와 기술 공유 등의 지방 노동시장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공동 운영되고 있다.
에밀리아 로마냐의 경우, 지역 깊숙이 자리잡은 사회적 연대 및 공동 운영의 전통을 기반으로 산
업지구 통합 및 그에 따른 정책적 틀의 전환이 심화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처
음부터 산업 공동운영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각기 다른 기업 간, 기업 및 대학 등의 제도간 공동 운
영적 혁신의 전통은 결여되었다. Enterprise Development 2000 및 Value Creation2010의 경험은
의식적 개입을 통해 상호 이득에 기초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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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는 매개 조직인‘개발 조직’
의 풍부한 역량과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네트워크 촉진자
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Haga, 2007).

■ 개발 조직 설립
법정 기구에 도달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매개 조직의 존재는 신사고 및 관
행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반( )독
립적 조직으로서 모( )제도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유럽 내 매개 조직에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역량 및 대응 능력
을 형성하는 사회적 파트너 조직(예: 사용자기구 및 노조)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각 지역
의 사회적 파트너 조직들은 전통적인 산업관계 영역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적정 기술, 지식 및 연구기관으로의 접근성 및 프로세스 또는 제품 혁신의 경험이
부족하다. 1990년대 말 EU 금융 자원의 가용성으로 가능해진 성공적 혁신 프로젝트인 아일랜드의
‘New Work Organisation’
과 같은 합동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공동 역량 및 능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양 파트너의 협업 영역이 있다(Sharpe and Totterdill, 1999). 보다 최근에 설립된 아일랜드 국
가파트너십성과센터(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NCPP)의 경우 이러한 이
익을 기반으로 고용주, 노조, 국가 간의 적극적인 대화 및 협업의 틀을 제공한다. 볼로냐 지방의 노
동재단(Istituto per il Lavoro)은 지역의 사회적 파트너와 정책 입안자 간의 대화에서 연유된 유럽
남부의 제도적 능력 구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하지만 최근의 활동 중단은 지역의 불안정
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정부 및 EU의 정책적 핵심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이들 조직의 설립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여겨질 수 있었으며(Garibaldo
and Telljohan, 2007), 분명 효과적인 개발 연합 구성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험은 영국 등의 국가 경험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보다 전
통적인 솔루션을 도입하여 조직적 능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1999년 영국 정부는 사
회적∙경제적 세대교체라는 국가적 목표의‘공동(joined up)’달성 수단으로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들을 설립하였다. 아직 이들 기구들이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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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중앙의 극도로 강력한 성과 관리를 가정할 때 지역 내 지속가능한
내부 역량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즉 지역의 행위 주체들
이 지역에 필요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토착적인 개발 연합을 구축하기보다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또한 이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역량 구축은 기존 조직의 새로운 역할 개
발의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에밀리아 로마냐의‘2002 혁신 법(innovation law)’
과 같은 스웨
덴의‘제 3의 임무(the third task)’정책 아젠다는 대학이 지역 발전 프로세스에서 보다 활동적인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대학 및 관련 커뮤니티 간 지식 형성의 상호성’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자와 실천가 간의 상호작용 심화에 기초해 연구 및 고등교육의 새
로운 인식론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저항 및 왜곡을 동반해 왔다
(Totterdill, 2007). 컨설팅 시장이 발달하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대학 행정처들은 유혹을 느끼
게 되었고‘제3의 임무’
는 자연스럽게 제3의 수입원으로 여겨졌다. 이는 대학으로서는 바라 마지
않았던 기회이기도 했다. 대학은 작업장 혁신에 대한 참고자료와 함께 경험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
업간 네트워크 개발에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작업장 혁신 및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의 작업장 혁신의 결과에 대한 신지식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지식 이전
(knowledge transfer)’컨설팅 조직을 통해 인식론적으로 의심스러운 개입을 피하고 있다(Lantz &
Totterdill, 2004).
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조직 및 노동조합도 정보를 갖춘 참여자로서 조직적 학습 및 혁신을 지
원하는 데 있어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파트너 조직이 작업장
혁신을 촉진하는 전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New
Work Organization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였다 (Sharpe and Totterdill, 1999).

■ 맺음말
현 세계 경제위기가 유럽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정책 입안자들의 각기 다른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영향 비교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1). 하지만 지역의 중소기업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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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에 풍부한 인프라 자원이 지원되는 경우, 경기침체의 최대 악영향에 대한‘집단적 면역성
(herd immunity)’
뿐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대한 집합적 적응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즉 일부 지역은 공동의 문제에 대한 집단적 솔루션을 창출해 냄으로써 높은 회복력을 축적
해 왔던 것이다.
에밀리아 로마냐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생산 및 고용 카테고리가 해당 지역에서 아예
사라지는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적응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활발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없었지만 노동시장정책은 분명 각 EU 회원국에서 개인이 지방 경제의 구조조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전체적인 내용은 Daguerre, 2009 참조).
따라서 필연적으로 경기침체의 최대 악영향일 수밖에 없는 인적 및 지식 자본의 손실을 지금 당장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회복력이 하룻밤에 갖춰질 수 없다는 것은 실로 자명하다. 이는 오히려 협업
및 창의적 개입, 신뢰 및 역량, 능력의 점진적인 구축 노력이 오랜 기간 지속될 때 가능한 산물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해온 지역은 지난 경제 활황 시기에 축적해 놓았
던 사회 자본 및 적응력의 혜택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1)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OECD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 참조. www.oecd.org/document/15/0,3343,en_2649_34455_42282063_1_1_1_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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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 지역경제

ⓒ 한국노동연구원

Matthias Kiese (독일 하노버 라이프니츠대학교 경제지리학연구소 교수)

■ 세계경제위기가 독일 지역 생산체계에 미친 영향
2008년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이 47%를 차지하던 독일 경제는 투자 약화와 세계시장 노출로 인
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09년 1/4분기 GDP는 직전 분기 대비 3.8%,
2008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였다(STBA, 2009). 이는 4/4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1970년 사분기
별 GDP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저치이다. 지난 5월경, 독일 정부는 2009년 GDP 감소율을
6%로 예상하였다. 아마도 2009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독일 경제가 가장 취약했던 해로 기억될
듯싶다. 2005년 노동시장 개혁 이후, 실업자 수는 사상 최고치였던 500만 명에서 32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앞서 언급한 GDP 하락과 시차를 두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9년
4월 현재 실업자 수는 360만 명으로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를 단
축근무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서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하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연방노
동청은 2009년 하반기에는 실업자 수가 400만 명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인
5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AZ, 2009).
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어떠한 생
산시스템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는지, 또 어떠한 생산시스템이 가장 회복력이 좋았
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부 신흥 산업 및 회사 규모 패턴을 통해 임시적이나
마 산정해 볼 수는 있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자본재 또는 소비내구재 산업의 경우, 단기적 필
요(needs)를 파악하여 소비시장을 충족시키는 산업들보다 위기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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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와의 작별?
동독‘실리콘 작소니’의 위기 및 대응

이들 산업은 경제주기적 상승세의 영향도 가장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은 소비자들이‘건
강’
이라는 가장 기본적 필요에 대한 지출은 잘 줄이려 하지 않아 경제위기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원칙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산업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회사 규모와 관
련하여 독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중반 이래 대기업
만큼 경기불황의 여파를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Borger/Gude, 2009).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비시장 산업이 주도하는 지역 생산시스템은 현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및 화학 산업은 독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 업종이지만
기계공학 관련 대다수 산업이 해외수요의 약화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 산업은 독일
내에서 가장 부유한 바이에른 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
방고용청의 전망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서비스 산업에서 충분한 대체고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
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자를란트 주의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 다른 산업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
기가 어려워 고용 현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FAZ, 2009).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역이 산업 및
회사 규모 조절을 통해 현 경제위기의 여파를 잘 견디어 향후 건전하고 부유한 지역경제로 부상할
는지 알게 될 것이다. 클러스터 관련 저술에서는 1970년대 제3 이탈리아의 산업 구역이 그러하였
듯이 (클러스터 형태의) 지역 생산시스템이 분산된 구조보다 오히려 경제위기 중에 회생할 가능성
이 높다고 주장한다(Piore/Sabel, 1984).

■ 실리콘 작소니(Silicon Saxony): 동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작센 주는 2007년 말 기준 인구 420만 명으로 1990년 동독이 몰락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에 새
로 편입된 주 가운데 최대 인구 조밀 지역이다. 2006년 작센 주의 1인당 소득은 20,815유로로 신연
방주 중(베를린 제외) 최고였으나 독일 전체 평균 대비 26% 낮은 수준이었다(STBA, 2008: 61). 작
센 주는 전자 및 전자공학의 역사가 깊은 곳으로 그 뿌리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 트랜지스터 효과가 발견된 지 불과 4년 후이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지 불과
2년 뒤인 1951년,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은 전략적인 반도체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기술대학(Technical University)이 보유한 주요 노하우와 수직통합적인 대규모 국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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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등장으로 작센 주의 수도인 드레스덴은 이내 동독‘극소전자공학(microelectronics)’산업의 중
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센 지역의 극소전자공학 산업의 발전 정도는
동 산업의 기타 선두 지역들에 비해 5~10년 가량 뒤처져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Plattner 2003;
Silcon Saxony, 2006).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국유기업들
은 신속히 해체되었고 이들 회사의 가치사슬은 분해되어 다각화되기에 이르렀다. 연방정부에서는
작센 지역의 오랜 전자 산업 전통과 관련 과학자 및 엔지니어, 연구개발 인프라, 공급자로 구성된
대규모 전문인력 풀에 기초해 이 지역에 다국적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이후 드레스덴의 AMD사의 첫 반도체 공정설비를 보도하면서 한 미국 저널리스
트가 처음 사용한‘실리콘 작소니(Silicon Saxony)’
라는 조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Hornik,
1998).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가 전 IT 지역의 어머니로 여겨지면서 실리콘 작소니는 이제
1)라 불리는 수백 군데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작센 지역의 반도체
소위‘실리콘 어디’

산업에 투자된 자금은 120억 유로였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AMD사의 투자액만 하더라도
미화 80억 달러로 이로써 동 지역에 창출된 일자리 수는 약 3,000여 개이다. 이 수치는 AMD사를 신
연방주에 투자한 가장 유의미한 사적 투자기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FAZ, 2007). 이러한 보조금
은 제조업 기반의 급속한 붕괴에 당면하여 자칫 서독으로 이탈할지 모르는 인력자본 등의 기존 역
량 보존과 국제 경쟁이라는 시험에 견딜 수 있는‘핵심 산업’
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독일 기업인
Infineon사와(1993; 이후 메모리 칩 부서를 Qimonda사로 분사)을 필두로, 미국에 본사를 둔 AMD
사(1996)와 독일의 반도체 전문기업 Wacker Siltronic사와 같은 대표적 투자자와 함께 공급업체가
따라 들어오면서 지역 생산시스템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로의 통합화가 촉진되었다. 2009
년경, 작센 지역에 위치한 극소전자공학 기업의 수는 약 1,500여개, 종사 인원은 43,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The Economist, 2009), 핵심 반도체 부문은 전문 서비스업체뿐 아니라 공급업체에서
부터 반도체 공정설비를 통한 칩 디자인, 가공, 조립, 응용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로 구성되었다.
유럽클러스터관측소(European Cluster Observatory)2)는 반도체 산업을 개별적으로 보여줄 만큼

1) http://www.netlingo.com/lookup.cfm?term=Siliconia, 2009년 5월 25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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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산업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2006년 기준 IT 종사인원 16,185명인 드레스덴을 28위
로 꼽았다. IT 부문이 지역 전체 고용의 3.14%를 차지하는 데서 보여지듯이 동 지역의 IT 특화 수준
은 상대적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U 전체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입지계수
(LQ)3)는 2.81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대적 기준에서 볼 때 드레스덴은 전 EU 지역 중 6위를 차지
한다. 2001년 작센 지역의 경제는 15억 유로 상당의 전자부품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작센 주 총수출
중 11.5%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2005년 기준 21억 유로(12.2%)로 늘어났다. 전자 부품은 자동
차에 이어 작센 주의 2대 수출 수익원이다(Ink Dresden, 2006: 23).
연구개발보조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클러스터 개발지원금 규모는 15억 유로이며 이 중 Infineon
사 및 관련 파트너사 지원(반도체 3억개 개발지원) 금액이 2억 5천만 유로이다. EU 규정(regulation)
이 허용하는 신연방주 보조금 규모는 2002년까지의 자본 투자 중 최대 35%까지다. 이후 EU가 확
대되면서 보조금의 향방은 동유럽을 향하였고, 2003년 12.4%였던 보조금 상한은 2007년 11.4%로
낮춰졌다. EU 내 모바일 투자 입찰경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이들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제 더 이상 보조금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뉴욕 주에서는 지난 2007년 AMD
사의 신규 반도체 공정설비에 대해 미화 1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따라서 색소니 주정부 및 지역 산
업 측은 엄격한 보조금 상한 규정 면제를 위해 EU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시작하였으며, 반도체가
전략적으로 유럽 산업 발전의 주요 촉매기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GRUNDIG ET
AL(2008)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작센 주정부가 과거 보조금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논지을 강화하
기 위해 로비를 하였다고 한다.
‘실리콘 작소니’
라 불리는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는 2000년 20개 파트너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265개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연계할 만큼 성장하였다. 2008년 회원사 구성을 살펴보면,
공급업체가 48%를, 제조업체(OEM 및 공급업체)가 20%를,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 R&D 센터, 교
육기관이 12%를, 서비스업체가 16%를, 주와 시의 경제개발기관 등 공공기관이 5%를 각각 차지하
고 있다. 전 회원사의 고용인원은 대략 35,000명이며, 비확정적 매출 규모는 약 40억 유로이다

2) http://www.clusterobservatory.eu, 2009년 5월 18일 접근.
3) 입지계수(LQ)는 일개 산업의 지역 내 고용 점유율을 동 산업이 EU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로
나눈 것으로서 해당 산업에 대한 그 지역의 상대적인 특화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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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Saxony, 2009). 또한 클러스터는 상품 견본시 합동 대표를 통한 이벤트 네트워킹, 직업훈련
및 추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 입지 마케팅 및 로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행동을 조직한
다. AMD사, Qimonda사, Toppan Photomasks사 사이의 조기 협력을 위해 2002년
AMTC(Advanced Mask Technology Centre)라는 합작회사가 설립되었다. 3년 후, Fraunhofer
Center Nanoelectronic Technology (CNT)사가 8억 유로의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동 지역
Fraunhofer Society의 9개 응용 연구센터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산업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응용연
구를 추구한다는 Fraunhofer의 목표를 반영하여, AMD사와 Qimonda사에서 1억 7천만 유로를 프
로젝트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독일 칩 제조업체들 또한 드레스덴 기술대학의 나노전자소재연구소
(NaMLab)를 후원하였다. 친환경 녹색 IT로의 집단연구개발 노력은 2008년 연방정부가 주최한 최
고 클러스터 대회(총 상금 6억 유로)에서 작센 지역의 프로젝트 제안서‘Cool Silicon- 실리콘 작소
니의 에너지 효율성 혁신(Energy Efficiency Innovations from Silicon Saxony)’
이 1차전을 통과한 5
개 제안서 중 하나로 선택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Kiese, 2009: 40). 반도체 산업의 제품
생애주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단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중요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
발부문 이외에도, 클러스터 회원사들은 협력기관인‘드레스덴 칩 아카데미(Dresden Chip
Academy)’를 통해 합동 교육을 받기도 한다.
색소니 반도체 산업은 지역의 숙련인력 및 전문 R&D 기반시설이 방증하는 오랜 전자공학적 경
쟁력에 기반한 신생 클러스터라 할 것이다. 대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AMD사 및 Infineon사 등의 다
국적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직접적인 분리 신설 및 간접적인 공급업체 유도를
통해 클러스터 성장을 촉진하였다(Matuschewski, 2005: 340). 사회주의 동독의 탄생(1949) 및 몰락
(1989) 이라는 두 차례의 극단적인 체제 변화를 겪었던 극소전자공학 산업은 현재 지역경제 및 고
용의 성장 엔진으로서 다시금 기능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견뎌낸 몇 안
되는 주요 핵심제조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
한 부문으로 급격한 기술변화(소형화) 및 가격하락, 저임금∙고기술 노동 지역으로의 제조기지 이
전, EU 규정의 보조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 경쟁 등에 직면해 있다. 실리콘
작소니는 AMD사, Infineon사 등 다국적 기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으
나, 다수 공급업체 유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입성(local embeddedness)은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네트워킹을 비롯해 지역 공급업체, 인적자본 및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의 상시적 향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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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클러스터 정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더욱이 창업 활동
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전체가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려
면 지금까지의 다국적 기업 중심이자 말뿐이었던 클러스터 형성에서 탈피해 지역에 보다 강한 뿌
리를 내리고 현지 자산이 다국적 기업의 주요 경쟁력이 되는‘마샬적 산업지구(Marshallian district)’
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Park/Markusen, 1995; Markusen, 1996).

■ 위기 및 대응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부분에 칩이 응용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전
히 데이터 가공이라는 원래 목적이 시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자, 자동차,
소비자 가전 및 유무선 통신 산업에 의해 그 수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자본집약
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 2000년 신흥경제의 붐에 힘입어 전 세계적
인 반도체 산업의 수익은 약 37% 증대되었으나, 이듬해인 2001년 29%나 하락하였다. 이는 심지어
최근 예측된 2009년 21% 마이너스 성장치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제품 투자는 판매되기 수년 전
에 결정되므로 주기적인 과잉 공급과 한 달에 최대 30%까지 변동하는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Dunkel et al., 2008 : 23). 2008년 대표적인 한국 반도체업체인 삼성에서만 전년도 대비 90%의 산
출물 성장을 기록하여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재고물량에 일조하였다. 과잉 공급은
각국 정부의 국내 제조업체 지원 또는 모바일 투자유치 노력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 외에
도 세계 경기침체가 수요 둔화에 일조한다면 대폭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2007년 7월
부터 2009년 4월 사이, 기존에 2달러 이상이었던 512 MB DRAM칩 가격은 개당 0.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The Economist, 2009).
세계 금융위기 및 반도체 수요 약화로 인해 드레스덴의 극소전자공학 클러스터는 난관에 봉착하
였다. 드레스덴에 최대 제조기지를 두고 있는 AMD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했으며, 2008년 말에는 몇 개 부서를 없애야 했다. AMD사의 드레스덴 기지 두 곳은 AMD
사의 지분이 3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부 Abu Dhabi 정부의 투자기금으로 조성된 분리 신설 기
업‘Globalfoundries’
의 일부가 되었다. 관측통들은 이들 투자 기업의 작센 지역에 대한 투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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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신을 표명했다. 이들은 생산기지가 궁극적으로 걸프만 국가로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2009년 5월, 드레스덴의 AMD 사의 공장 두 곳에서 정리해고 없이 현 수요 둔화 기간
을 가능한 오래 버티기 위해 직원 3,000명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 현지 직원 3,200명의
Qimonda사는 현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으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15
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고, 2008년 12월 추가 신용대출 신청이 거부되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작센 주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Qimonda사의 모회사인 Infineon사가 동
일 금액을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1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단기 신용경색을 겪고 있었
던 Infineon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현금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대신 수요 둔화를 이유로 600명의
드레스덴 공장 직원을 정리해고하였다(Dunkel et al., 2008). 2009년 4월 1일 Qimonda사는 공식적
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일시적으로 공장을 폐쇄하였다. 따라서 기업 회생의 마지막 희망은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외부 투자자 유치일지도 모른다(The Economist, 2009). 작센 주정부는
Qimonda사의 회생에 대해 믿을 만한 견해를 지닌 사적 투자자가 있다면 공동 투자자로서 회사를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Jurk, 2009). Qimonda사의 지급불능 상태는 지역 극소전자공학
클러스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작소니의 클러스터 단체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은 누가 Qimonda사의 분담금을 인수하여 NaMLab, AMTC 또는
Fraunhofer CMT 연구를 합동 지원하게 될지 불확실하다. Globalfoundries사와 Infineon사는 이미
자체 유동성 확보 문제를 이유로 Qimonda사의 분담금 일부 인수를 거절한 바 있다.

■ 향후 전망:‘클리스터와의 작별’
과‘신규 기술 범주’
의 기로에 선
실리콘 작소니
유럽반도체산업협회(ESIA)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은 북미나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최소 2배 이
상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2005~2010년 사이 칩 공장의 누적 수익을 추산한 결과, 한국
이 1억 4천 3백만 유로로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로 꼽혔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지역은 653만 유로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 및 미국의 수익성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비록 반도체 산업이 고도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노동력이 전체 비용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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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 실상 입지의 수익성은 역으로 노동임금이 좌우한다. ESIA 전망에
따르면, 2010년 독일의 시간당 임금은 41유로를 넘어설 것이며, 일본의 경우 거의 40유로대에 육박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노동임금은 한국 8.6유로, 말레이시아
8.3유로, 중국 3.6유로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이러한 경쟁적 열위(competitive
dis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인력과 숙련기술자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 역학에 비추어볼 때, 아무리 기민한 클러스터 정책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럽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붙잡아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은
2000~2007년 사이 15%에서 11%로 줄어든 반면, 아시아의 점유율은 29%에서 48%까지 지속적
으로 늘어났다(Markt & Technik, 2009). 2007년 건설된 반도체 공정설비 40개 중 고작 미국에 3개,
유럽에 2개가 위치한 반면, 반도체 칩의 주요 고객인 PC 및 핸드폰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정부
보조금도 풍부한 아시아 지역에는 35개가 대거 몰려 있었다. ESIA 측은 유로화 평가절상, 타국의
활발한 보조금 지원 및 상기 변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구개발비 지출을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미국의‘반도체설계전문회사(fables)’
의 대두를 결과했던 기업가적 풍토의 부재도 한 이유로 포함
되어야 마땅하다. 유럽은 아직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The Economist, 2009). 실리콘
작소니의 명성은 뒤처져 있던 동독에서 일궈낸 경제 기적처럼 보였지만 값비싼 공공사업에 다름아
닌 것으로 판명될는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수익성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
면 실리콘 작소니의‘클리스터’
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Dunkel et al., 2008).
그렇다면 산업적 역학구조와 수십 년 만에 불어닥쳐 자동차 및 소비자가전 산업 등 주요 고객사
에 큰 타격을 입힌 극심한 경제불황의 여파를 이겨내기 위하여 동독의 대표 클러스터가 취해야만
하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주정부의 추가 지원을 위한 로비 활동이 첫 번째 대응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널리 알
려진 대로 파산 위기에 처한 미국의 거대 자동차업체 GM의 자회사인 Opel에 대한 구조자금 지원
으로 이미 손발이 묶인 상태이다. 몇몇 연방주에 타격을 입혔던 Opel사의 위기에 가려진 채, 실리콘
작소니 현지화(localization)는 올 한해 독일 내 주요 정치적 선거가 다수 열리는 관계로 드레스덴 외
부로부터 충분한 정치적∙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산업 중에서 좀더 주요한 산업을
하나 선정하여 지원하는 작소니의 제한적인 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반도체 산업의 EU 보조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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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면제도 상당히 논란적이다. 이는 이미 Hayek(1975)에 의해‘지식의 참칭(pretense of
knowledge)’
이라 비판된 바 있으며, 실용주의자들은 한때 독일 고용의 주된 원천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독일 내에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와 핸드폰 제조업의 사례를 상기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안자들은 유럽의 반도체 제조업이 대거 해외로 이전할 경우 20만여 개의 일자리
가 직∙간접적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Markt & Technik, 2009), R&D 부문이 제조업의 기지이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하부 산업의 기술 경쟁력에 연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일례로 전자 및 IT는 자동차 산업 혁신의 약 80%를 이끌어 낸 주역이다. 기업가적 풍토의 부
족 현상 등 시스템적 장벽으로 인해 미국식‘반도체설계전문회사(fables)’
로의 전환은 확실히 어렵
겠지만, 유럽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R&D 및 혁신, 고객과의 긴밀한 전략적 관계 등 고유한 경쟁력
을 기반으로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입물(input) 맞춤화(customization)를 위해
제조사-고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모든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오랫동안 아시아 경쟁사에 대규모 시장을 내주었으나 특정 응용제품에 대한 고품질 철강에 대해서
는 여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독일 철강 산업의 모델을 뒤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정보화 시대의
기본 제품이 되었으나 고도로 표준화된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유럽의 마지막 칩 제조업체
Qimonda사가 최초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보이는 바와 같
이 틈새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중단기적인 고용 감축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실리콘 작소니는 동 지역의 탄탄한 R&D 인프라를 활용해 전도유망한 신규‘기술 범주
(technological trajectories)’
에 집중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범주에는 최근
동독 경제의 신규 하이테크 분야로 떠오르는 에너지 효율적 IT 혹은 태양전지판 제조가 포함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확산으로, 관측자들은 시장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이들 기술에 달려있다
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벤처 회사들은 아직도 자신만의 시장을 개
척하지 못했으며, 반도체 칩 공장의 폐쇄로 사라지게 될 3,000여 개의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단기
적인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업 종말 시대에 실리콘 작소니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해준다. 아마도 실리콘 작소니는‘작소니 솔라 밸리(Solar
Valley)’
로 점차 변모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칩 제조업체들에서 분리 신설된 태양광 회사의 수가 상
당하므로 지금까지의 주요 지사공장을 대체할 만한 보다 내생적인 지역개발 경로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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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 지역경제

ⓒ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미국 지역노동시장의 재건:
위스콘신 지역훈련파트너십
Matt Vidal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조교수)

■ 머리말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노동시장은 점차 양극화되어 왔다. 임금 및 보유기술 측면에서 일자리 성
장은 직업분포도 양 극단에 집중되어 있다(Autor, Katz, & Kearney, 2006). 직업분포도 중간에 위치
한 직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지는 가운데 단순 직종과 고도의 기술 및 고임금을 요하는 직
종을 잇는 직업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구조가 유연해지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는 와중에 노동시장 내부가 와해되기 시작했을 뿐더러 고용주가 내부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근로자를 장기 채용하던 전통적 고용모델에서 점차 탈피하기 시작했다(Cappelli, Bassi, Katz,
Knoke, Osterman, & Useem, 1997). 그 결과 노동시장에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4천만 명 이상의
미국 내 근로자가 질 낮은 저임금 직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Dresser & Rogers 2003).
전후 경제에서 수직 통합된 대기업들은 자체 노동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한 경력 경로 및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국제경쟁이 가속화되고
수익성 악화가 극심해지자 미국 기업들은 유연성 확보 및 외주, 하청, 인력감축, 임시직 활용, 서열
및 직종을 파괴한 최소인력(lean staffing) 전략에 점차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이 파
편화되고 불명확해졌다. 진부한 기술을 지닌 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급 기술력의 근로자 및 구
직자의 경우 신규 노동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 하기는 매한가지다. 한편 고용주들

>>

_29

은 극심한 임금비용 절감 경쟁에 직면하여 저숙련 근로자 고용을 택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로써 경쟁하려는, 기능상 유연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은 비조직적인 미국 노동시
장에서 심각한 채용 및 근속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내 교육이 확실한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국내
단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고용주들은 단체행동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경쟁업체에서 교
육받은 근로자를 데려가 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사내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이처럼 변화무쌍한 노동시장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인력알선기관(workforce intermediary)’
으
로 알려진 조직이 새롭게 양성되어 일자리 배치, 훈련 및 직업개발의 측면에서 시장실패 심화의 해
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력알선기관은 보다 큰 노동시장 알선그룹의 일부로 고용주와 구직자
간 매개기능을 활성화하고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인력알선기관은 노동자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이끄는 비영리 또는 공공 조직으로서 장기 근속 및 경력개발을 위한 일자리 배치
및 훈련뿐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넘어섬으로써 임시직 용역회사, 영리 고용
서비스 및 기술전문대학 등, 기타 노동시장의 중개 조직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이 중 성공적 중개
조직은 기초 직종에서부터 일자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긴밀
히 공조함으로써 미국 노동시장 재건을 시작해 왔다.
1992년 형성된 위스콘신 지역훈련파트너십(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WRTP)은
미국 내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오래된 인력알선기관이다. 2001년경, WRTP는 건설산업 숙련고용
(Building Industry Group Skilled Trades Employment) 프로그램과의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하였으
며 이는 현재 WRTP/BIG STEP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WRTP는 1992년 이래 4천 명 이상
의 밀워키 주민을 가계 지원 일자리로 배치하여 연평균 수입을 첫 해에 165% 수준으로 올렸고, 근
로자들의 12개월 근속률은 70%를 넘었다. 2006년에 알선된 473건의 일자리(연평균 시간당 임금
14.82 달러, 수당 별도) 중 흑인이 61%, 라틴계가 9%를 차지하였다. WRTP/BIG STEP은 제조, 건
설, 의료보건 및 기타 산업 등 12개 부문에 대한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다.
미국 내 인력알선기관의 성장을 기록하고 각각의 성과를 평가하는 학계 및 정책연구기관들의
작업이 활발히 축적되어 왔다(Fischer 2005; Giloth 2004; Maguire, Freely, Clymer, & Conway
2009; Reynolds 2004; Zeitlin & Trubek 2003). WRTP/ BIG STEP은 연구자들이 성공적 알선에 필
수적이라고 바라본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산별 프로그램(sectoral program)’
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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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부문에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파악 및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인력개발에 대한‘이중고객접근법(dual customer approach)’
을 사용하여 고용주에게는 일
자리별로 준비된 기술근로자를, 구직자에게는 지역경제의 가계지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고용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고용주들이 근로자에 대해 필수 기술
훈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WRTP/BIG STEP은 회원제
로 운영되며, 각 회원사는 각사를 고용주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풍부한 최신 지역 경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에 공식 참여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도구로는 고용주 평가도구가 있
는데, 이는 각 회원사가 산별 욕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조사이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면
서, 구직자들이 고임금의 가족부양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고, 명확히 파악된 경력개발 경로로 들어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활발한 고용주 네트워크와 함께 WRTP/BIG STEP은 기타 인력알선기관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근로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그리고 지역경제의 기타 인력개발업체 및 서비스업체와의 관계
심화를 추구한다.
‘고용주 주도 및 근로자 중심’
의 WRTP 모델은 기업 근대화 및 인력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구
축이라는‘하이로드(high road)’
모델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본 모델에서 각 기업은 고숙련 근로자를
로 하여금 최신 기술과 조직 전략을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숙련 향상과 근로자 의
견의 반영 확대는 조직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으로 여겨진다. WRTP/BIG STEP은 지역적 및 전국
적 수상을 수차례 거듭하였으며, 밀워키 지역의 비즈니스, 근로자 및 인력개발 커뮤니티로부터 막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기 후퇴 및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경제 전반이 악화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
는 가운데 WRTP/BIG STEP은 이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작년부터 조
직의 자금지원이 불확실해졌으나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긴급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로 공식 알려진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예산 총 규모는 약 7,870억 달러로 2009
년 2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입법화되었으며 4월 위스콘신 주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WRTP/BIG STEP의 불황 극복 능력은 다수의 자금지원 경로 마련 및 경제 변화에 대한 유연한

>>

_31

조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Rhandi Berth 부대표(Associate Director of WRTP/BIG STEP)에
따르면 WRTP/BIG STEP은 매우 기민한 조직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러한 기민성은 지역경제에 대
한 조직의 깊이 있는 지식(고용주 주도의 전략 및 파트너 간 질적 관계의 기능) 및 비전적 리더십,
진보적 조직문화 등으로부터 연유하며, 이 모두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보다 융통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WRTP/BIG STEP은 전략적 우위를 산업적 추세 위에 두고 가족부양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제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한해 직업훈련 및 일자리 배치를 하
고 있다. WRTP/BIG STEP이 지역경제에 자리잡은 정도와 자선재단을 통한 재정지원의 독립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향후 조직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의 쇠퇴 및 WRTP의 탄생
밀워키의 대도시 지역은 미국의 주요 제조업의 중심지로 Harley-Davidson, Rockwell
Automation, 및 Johnson Controls 등 유명 다국적 기업이 다수가 자리잡고 있으며 위스콘신 남동
부에 위치한 대규모 제조업 단지의 중심부이기도 하다.
이 제조업 단지에는 유명 하청업체 및 기계∙중장비∙금속가공∙기초부품 관련 중소 공급업체
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은행 및 보험사가 밀워키 지역 경제에 포진하고 있으며 다양
한 업종을 망라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
고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수만 명의 지역 주민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경로를 제공해 왔다.
1970년대 국제경쟁이 가속화되고 1980년대 초 경제불황이 발생하자 밀워키 지역의 제조업체들
은 아웃소싱 물량을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했다. 이는 최초의 아웃소싱으로 제조공장을 비용이 많
이 들고, 노조가 설립된 도시 지역에서 노조가 없는 지방으로 옮기는 형태였으며, 최근 전 세계적
으로 나타난 오프쇼어링(off-shoring) 현상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1979~95년기간 동안 위스콘신
주의 전체 제조업 고용은 13,201명 늘어났으며, 동 기간 밀워키 대도시 지역의 제조업 고용은
35.5%(76,242명) 줄어들었다(Bernhardt, Dresser, and Rog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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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하에 밀워키 노조 지도자들은 기업 구조조정에 보다 깊숙이 관여해야만 한다는 사
실을 깨달았으며, 비즈니스는 숙련 인력의 고품질 생산에 직접 참여를 기초로 한 고도의 경쟁체제
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 미국노동총동맹∙산별노조회의(AFL-CIO) 위스콘신 지부
및 지역 비즈니스∙인력개발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공조하에 COWS(The Center on Wisconsin
Strategy: Wisconsin-Madison대학 연구센터)는 노사 파트너십에 기반한 MEF(multi-employer
framework: WRTP 전신)을 개발하였다. WRTP는 초반부터‘고용주 주도, 근로자 중심’
의 접근방
식에 뿌리를 두고 숙련인력 개발을 위한 하이로드 방식의 제도적 인프라 제공을 통해 제조업 전반
의 기업 행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WRTP는 수준 높은 훈련 및 숙련, 기술
투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근로자 의견 반영 등의 하이로드 원칙에 기반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을 위한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활동의 심화 및 확대
WRTP는 지역 제조업 쇠퇴 저지에서부터 대도시 인력개발을 위한 주요 역할에 이르기까지 활동
영역의 초점을 변화시키며 발전해 왔다. 설립 후 첫 10년 동안, WRTP는 다양한 커뮤니티 및 종교
단체, 인력개발업체, 고등학교 및 기술전문대학, 다수의 직업훈련소 등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였
다. 또한 지역 경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주요 활동 주체와의 폭넓은 네트워크 관계를 성공적으
로 개발∙형성하였다. 제조업에 대한 WRTP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WRTP는 지역 내 기타 부
문(및 위스콘신 남동부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파트너십 형성을 요청 받기에 이른다. 제조업 이외
부문에서 최초로 보여준 노력은 몇몇 주요 호텔 및 미국호텔및레스토랑노조 지부(HERE Local
122)가 함께 한 밀워키 접객업고용파트너십(Milwaukee Hospitality Employment Partnership:
MHEP)으로 채용 및 근속, 고객서비스, 직업훈련 및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2000년경, WRTP는 보건의료 부문과의 파트너십 개발에 착수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신규 근로
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진로 설정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절차상 노사 운영위
원회를 구성하였다.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하강하기 시작하자 보건의료 부문은 WRTP의 새로운 활
동 영역이 되었으나, WRTP는 상대적인 저임금 및 고용주의 경력개발 이행 프로세스 부재로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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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즈음하여 WRTP는 건설부문에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 건
설 부문의 경우 임금이 훨씬 높았으며 숙련 근로자 수요도 상당했기 때문에 당시 건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은 타지 출신의 노동자로 충당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WRTP는 제조업과 더불어 건
설 부문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2002년경 WRTP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탈피하
였다. WRTP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고용주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현재 주
된 활동 영역은 건설 및 제조업 부문이다.
WRTP는 소수인종 및 청년 근로자의 인턴 활동을 준비시켜 이들이 건설 부문의 직종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6년 출범한 BIG STEP과의 협력을 통해 건설 부문에 진출하였다. BIG
STEP은 소규모 조직으로 지역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보유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WRTP는
건설업을 숙련 근로자 수요가 높고 가족 부양 가능한 일자리 제공 능력이 있는 부문으로 파악하였
다. 초기에 WRTP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모든 자금을 BIG STEP에 직접
전하였다. 당시 BIG STEP은 효율적인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는 파산에 가까웠다. 협
력관계가 시작되자 양 조직은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WRTP가 제조 부문에서 사용했던 몇몇 도구들은 건설 부문에서도 매우 유용하였으
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 조직은 점차 통합되었으며 현재는 각각 별
개의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명칭인 WRTP/BIG STEP으로 알려져 있다.
WRTP/BIG STEP은 공익설비건설, 도로건설, 목공, 벽돌공, 상하수도 관련‘고용전 훈련 프로그
램’
을 개발하였다. 2005년 WRTP/BIG STEP은 Center for Excellence 정보센터를 발족하고 취업
준비자들을 평가하고 준비를 갖추게 한 후 건설, 제조 및 기타 산업의 고기술∙고임금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두 해 동안 이 센터는 시간당 평균 임금 15달러(2005년 기준)에 총 773명을
기술직에 배치하였다.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위스콘신 남동부에 위치한 하청업체 475곳의 백인
대 흑인 및 라틴계 인턴의 비율은 각각 11:1, 14:1이었다(Dresang, 2007). 하지만 WRTP/BIG STEP
이 부문 내 다양성 증대에 관심을 기울인 지 불과 2년 만에 새로 시작한 건설업종 인턴의 24.3%를
소수인종이 차지했으며 이는 시∙군 지역 4곳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신규 사옥 내에 있어 사내훈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RTP/BIG STEP은
Center for Exellence를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지역 전문대학이든 또는 작업장이든 간에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상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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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경우든 간에 거의 모든 직업훈련은 외주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WRTP/BIG STEP은 회사, 노
조, 잠재적 근로자 및 지역사회 기관과 공조하며 모든 상황의 조정을 담당하고 고용주 다수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다. 단, 직업훈련은 관련 전문가들의 몫이다.
WRTP의 핵심 서비스는 세 가지인데, 그 중‘고용전 훈련(Pre-employment training)’프로그램
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WRTP/BIG STEP은 경력경로을 위한 직업훈련과 가족부양이 가
능한 일자리를 일치시킨다.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이 제공되는 직종은 실제 수요 여부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훈련 프로그램은 특히 연중 특정 시기에 수요가 많다. WRTP의 두 번째 핵심
서비스는‘제조업 현대화(manufacturing modernization)’
이다. 전문 지식의 측면에서 WRTP는 위
스콘신 제조업확장프로그램(Wisconsin Manufacturing Extension Program, WMEP)과 공동으로 일
한다. WMEP는 공공 자금을 재원으로 이용하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중소제조업체의 질적 작업 향
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WRTP와 WMEP는 명확히 정의된 노동이라는 영역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WMEP는 엔지니어를 제조업체에 파견해 직접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 WRTP는 노사 파트
너십의 틀 안에서 작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회사에 대해 사내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가를 파견한다(Vidal, 2004). WRTP의 세 번째 핵심 서비스는 맞춤 서비스로 개별 기업의 재직 근
로자 훈련 프로그램(incumbent worker training program)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WRTP/BIG STEP은 두 가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양 서비스는 모두 최근에 새
롭게 시작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BIG STEP에서 이관된‘일대일 교육프로그램(One-on-one
tutorial program)’
으로 건설 부문의 인턴시험을 치뤄야 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으로 회원 조직에 신입사원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방
법을 가르친다. 즉 신입사원들은 각자의‘멘토’
를 배정받으며, 이들 멘토는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아닌 일에 대한 조언자로서 기능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근로자에 대한 실제적인 직업훈련 제공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2009년 5월, WRTP/BIG STEP은 전기산업 전반에 멘토링 프로그
램을 개시하고자 한다. 동 프로그램은 미국전기노조(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IBEW) 위스콘신 남동부 지부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것으로 7개 군(카운티)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신규 견습생들은 각자의 일에 대한 멘토를 지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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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및 향후 전망
공식적으로 미국의 경제 불황이 발생한 시기는 2007년 12월이지만, 밀워키는 지역 경제의 다양
성 덕분에 그 시기를 다만 몇 달이라도 늦출 수 있었고, 여타 대도시 지역보다 조금 늦게 실업 사태
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중반에는 실업자 수가 늘어났고 2008년 말에는 지역 경제는 총체
적 불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수출이 둔화되고 신용 경색이 발
생하자 밀워키 지역의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2009년 1월, 위스콘신 주의 실업률은 5.6%로 전
국(6.7%)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업으로 2009년 4월
실업률은 9.4%에 달해 2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전국 평균(9%)을 넘어서게 되었다. 건설
부문의 경우, WRTP는 상업 및 주택건축 회사와 함께 일한다. 이들 부문은 지난 8년간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주택 부문의 경우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주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시행되면서 상업건축 부문은 상대적으
로 견실한 성장을 하였던 것이다(The Business Journal of Millwaukee, 2009).
WRTP/BIG STEP은 금융위기 및 경제불황으로 인한 두 가지 주요 과제에 당면해 있다. 첫째, 운
영 및 목표 측면의 주요 과제는 대량해고 및 채용 동결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이다. 둘째, 기타
대다수 경제 조직과 마찬가지로 WRTP/BIG STEP도 신용경색 및 금융권 위기에 따른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
첫번째 과제인 운영상의 문제는 하도급 관련 신규 채용이 실제적으로 중단되어 일자리 배치의
기회가 더욱 줄어든 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 WRTP/BIG STEP은 불황 기간에 보통 그러하듯이 활
동의 초점을 불리한 조건의 근로자 및 구직자 지원에서 해직 근로자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WRTP/BIG STEP은 신규 일자리 부족을 넘어서서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조직의 기민성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조직은 경제 변화 및 니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후에는 자금지원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즉 일자리 배치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다음, 신규 프로그램 개시를 위한 자금 조달에 힘쓴
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WRTP/BIG STEP은 변화하는 니즈와 환경에 대한 조정 능력이 있
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 일자리 배치 기회가 얼마 없다면, 조직의 노력을 건설 부문에 집
중하는 식이다. 또한‘고용전 훈련’
에서‘재직근로자 훈련’
으로,‘직업훈련’
에서‘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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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대화’
로 산업 내에서도 중점을 두는 프로젝트를 변경하기도 한다.
두 번째 과제인 기관의 재정 문제를 보면, WRTP/BIG STEP는 최근 정규직 직원의 근로시간 단
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자금조달 및 고용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금
융위기 발발로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이 적시에 위스
콘신 주에 투입되면서 주와 지역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지원금은 WRTP/BIG
STEP의 핵심 회원사로 구성된 상업건설 부문에 특히 중요했다. 필자가 2009년 5월 Rhandi Berth
부대표와 담화를 나누었을 당시, Berth 부대표는 몇몇 직원을 정리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지역 경제
가 하강 국면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은 WRTP/BIG STEP이 경제위
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WRTP/BIG STEP이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일부는 자선재단 의존
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자선재단의 경우
현 경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하지 못하다. 원래 WRTP는 재단 자금 및 공공 자금으로부
터 재원을 조달하였다. 1998년 대략 60만 달러였던 조직 예산은 2006년 200만 달러로 늘어났는
데, 그 해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이 39%, 공공부문이 36%, 자선단체가 25%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의 주요 자금원은 건설산업에서 온 것으로, WRTP∙BIG STEP은 밀워키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의 시간당 임금에서 평균 0.02달러를 받는다. 이 기금은 대도시 지역의 거의 모든 건축업의
단체교섭 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직업훈련 용도로 사용된다.
밀워키 내에서 WRTP 평판은 훌륭하며 경영계, 노조, 주정부 기관 및 기타 파트너들의 인정을 받
고 있다. WRTP의 미래는 밝다. 근로자 배치 및 기업 지원 실적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리더
십이 지역 경제를 면밀히 주시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및 문제 파악에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기민성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검토 결과, WRTP/BIG STEP의 성공은 회원제 기반의 파트너십 구조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근로자 중심의‘하이로드(high road)’모델에 기초한 진보적 조직문화가 잘 조합되었기 때
문이다. 파트너십 구조는 적시에 정보를 활성화하고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전과 리더
십은 모든 파트너의 약속 이행을 강화시킨다. WRTP/BIG STEP은 회원사와의 양질의 관계를 구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다양한 인력알선기관 및 업체를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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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리더십 측면에서, 하이로드 전략이 미래 새로운 리더십하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화되었는지 여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즉시 떠오르는 답을 해보자면 자신은 없
지만‘그렇다’
이다. WRTP는 조직의 지향 목표인 적절히 훈련된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적인 인력
교육의 근본적 중요성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였다. 즉 WRTP는 전문직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하이로
드 개발 비전에 힘쓰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WRTP는 체계적인 운영 역량 확보를 위해 직원 멘
토링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는 WRTP 비전에 충실한 진보적 조직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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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시장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독일 경제는 전례없이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 실질 GDP는 -2.2% 감소하였으며, 2009년 1/4분기에는 -3.8%로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 상황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노동시
장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부터 독일의 취업자수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던 반면, 실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가장 최근인
2009년 4월과 5월에 접어들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다시 취업자수와 고용자수가 증가하
고 실업자수가 감소하였다. 독일 정부는 4월과 5월의 노동시장 개선은 그동안 대량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던 조업단축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독일 정부는 현행 18개월이었던 조업단축급여 수혜기간을 24개월로 연장
하는 등 조업단축 지원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법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최근 노동시장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해 독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최신 노동시장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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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최근 노동시장 현황
취업자수,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수 및 실업자수 현황
독일 연방노동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5월 노동시장 현황에 따르면,1) 취업자수(Erwerbstätige)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독일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2009년 2월까
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다(표 1 참조). 이러한 취업자수 감소 현황은 2009년 3월에는
39,876,000명으로 전월대비 37,000명(+0.1%)이 증가하였으며, 4월에는 39,961,000명으로 전월대
비 85,000명(+0.2%)이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
였을 경우, 3월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50,000명(-0.1%) 그리고 4월에는 전년대비 150,000명(0.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노
동시장 상황이 예전과 같이 낙관적인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수 (단위 : 백만)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0
29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수(sozial-

28

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

27

gung)2)는

26
25
2001

2008년

11월 에

27,914,222명이었으며, 그 이후 12
2003

2005

2007

2009

출처 : Bundesargentur für Arbeit

월에는 27,586,600명 그리고 2009
년 2월에는 27,303,300명으로 지속

1) 연방노동국,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2009. 05., http://www.pub.
arbeitsagentur.de/hst/services/statistik/000100/html/monat/200905.pdf
2)‘사회보험의무 고용자’
란 공공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거나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사용자가 일정 부분 공동부담해야만 하는 교육실습생을 포
함한 모든 근로자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범위에 무급가족종사자나 공무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노동국은 공공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실업보험에 신고된 근로자 정보를
참조하여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통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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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다. 가장 최근
취업자수 (단위 : 백만)

42

인 2009년 3월 사회보험의무 고용

41

자수는 27,343,700명으로 전월대비

40

40,4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39

으 며 , 전 년 대 비 약 12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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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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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출처 : Bundesargentur für Arbeit

무 고용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폭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
실업자수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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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6

실업자수(Arbeitslose) 현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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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2008년 11월까지는 전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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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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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
2003

2005

2007

2009

까지는 전월대비 다시 증가하는 추
출처 : Bundesargentur für Arbeit

세에 있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의 실
업자수는 4월에는 3,584,826명으로

전월대비 985명(-0.0%) 그리고 5월에는 3,458,028명으로 전월대비 126,770명(-3.5%)이 감소하
는 등 다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4월에 8.6%에서 5월에는 8.2%로 감소
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실업자수는 전년대비 170,905명(+5.0%) 그리고 5월에는 전년대비
174,794명(+5.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에 연방노동국에서는 4월에 실업자가 약간 감소한 것에 대해‘비정상적인 결과’
라고 일축
하며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수록 노동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더불
어 2010년과 2011년의 실업자수가 당초의 예상을 넘어 500만 명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
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4월과 5월의 실업자수 감소는 그동안
대량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던 조업단축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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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일의 취업자수, 고용자수 및 실업자수 현황
취업자수
전체
2005
2006
2007
2008

(단위: 천명)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수

전년대비증감(%)

전체

전년대비증감(%)

실업자수
전체

전년대비증감(%)

실업률(%)

38,851
39,097
39,768
40,330

-0.1
+0.6
+1.7
+1.4

26,236
26,365
26,942
27,505

-1.2
+0.5
+2.2
+2.1

4,860.9
4,487.2
3,776.5
3,267.9

+10.9
-7.7
-15.8
-13.5

11.7
10.8
9.0
7.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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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40
39,779
39,926
40,111
40,261
40,358
40,360
40,148
40,708
40,874
40,837
40,583

+1.7
+1.7
+1.7
+1.6
+1.5
+1.5
+1.5
+1.4
+1.3
+1.2
+1.1
+0.9

27,085
27,119
27,224
27,332
27,419
27,458
27,440
27,684
27,996
28,019
27,914
27,587

+2.3
+2.4
+2.3
+2.2
+2.1
+2.2
+2.2
+2.1
+2.1
+1.8
+1.5
+1.3

3,659.3
3,617.4
3,507.4
3,413.9
3,283.3
3,159.8
3,210.0
3,195.7
3,080.9
2,996.9
2,988.4
3,102.1

-14.6
-14.8
-15.0
-14.1
-13.9
-14.3
-13.6
-13.8
-13.1
-12.7
-11.5
-8.9

8.7
8.6
8.4
8.1
7.8
7.5
7.7
7.6
7.4
7.2
7.1
7.4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39,873
39,839
39,876
39,961
-

+0.3
+0.2
-0.1
-0.4
-

27,359
27,303
27,344
-

+1.0
+0.6
+0.4
-

3,488.8
3,551.9
3,585.8
3,584.8
3,458.0

-4.7
-1.8
+2.2
+5.0
+5.3

8.3
8.5
8.6
8.6
8.2

출처: Bundesar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2009. 05.

조업단축 실시 현황
현재 독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바로‘조업단축(Kurzarbeit)’
이다.5)
조업단축은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노동사회부 장관의 말처럼 소위‘일자리 안정을 위한 보호장

3)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Arbeitsmarkt: Frühjahrsbelebung bleibt aus, 2009년 4월 30일,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5B7721ABF7DD4BCD
B2F15A44D641B0A6~ATpl~Ecommon~Scontent.html
4) 연방노동사회부 언론보고, Kurzarbeit wirkt, 2009년 5월 28일, http://www.bmas.de/coremedia/
generator/33428/2009__05__28__arbeitsmarktzahl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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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Schutzschirm für Arbeitsplätze)’
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의 확대
실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량해고를 실시하지 않고 현
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의 위기극복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10년
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안정화 플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6) 이와
더불어, 조업단축 증가 및 조업단축
조업단축 실시현황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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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는 2008년 11월에는 7,197
건으로 전월대비 급격히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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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09년 3월에는 25,039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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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로자: 679,013명) 그리고 4월에
출처 : Bundesargentur für Arbeit.

5) 조업단축이란 조업손실(Arbeitsausfall)에 따른 기업통상적인 정규근로시간의 일시적인 단축을 일컫
는다. 조업단축은 근로시간의 일정 부분만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기업의 전체 조업활동 자체를 일시
적으로 중단시키는 형태로 실시되게 되며, 통상적으로 단기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빈번히 사용되어 왔던 노동법적인 정책수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규영,「독일의 조업단
축에 관한 노동법∙사회보험법적 규정」
,『국제노동브리프』
, Vol. 7, No. 3, 한국노동연구원, 2009. 03.
참조할 수 있다.
6) 연방노동사회부 언론보고, Kurzarbeit verlängert, 2009년 5월 20일, http://www.bmas.de/coremedia/
generator/33352/2009__05__20__kurzarbeitergeld__verlaengert.html;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
퉁, Arbeitsmarkt: Kabinett beschlie�t Verlängerung von Kurzarbeit, 2009년 5월 20일,
http://www.faz.net/s/Rub58241E4DF1B149538ABC24D0E82A6266/
Doc~EF25DFB69B69548299DE3F362560FD6B9~ATpl~Ecommon~S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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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일의 조업단축 실시 현황
조업단축
신청건수
2005
2006
2007
2008

조업단축 신청
대상 근로자수

조업단축 실시 근로자 현황
전체

전년대비

비율(%)

2,815
2,110
3,479
4,433

38,026
24,113
34,327
74,870

125,505
66,981
68,317
101,540

-25,095
-58,525
+1,336
+33,224

-16.7
-46.6
+2.0
+48.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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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9
4,242
2,185
3,232
1,519
1,534
1,413
974
1,491
2,638
7,197
17,777

82,331
39,155
23,477
33,324
17,680
19,394
16,906
13,532
27,034
57,237
164,375
403,989

137,759
161,090
155,523
59,066
50,973
50,411
42,694
39,416
49,965
70,983
130,133
270,472

+11,502
+12,654
+11,578
+8,042
+2,665
+4,154
+3,349
+7,074
+16,307
+35,196
+93,473
+192,690

+9.1
+8.5
+8.0
+15.8
+5.5
+9.0
+8.5
+21.9
+48.4
+98.3
+255.0
+247.7

2009

1월
2월
3월
4월

17,370
19,693
25,039
19,596

345,990
721,202
679,013
451,650

572,217
1,076,160
1,246,618
-

+434,458
+915,070
+1,019,095
-

+315.4
+568.0
+701.6
-

출처: Bundesar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2009. 05.

는 19,591건(대상근로자: 451,65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가장 최근인 4월 조업단축 신청건수는 전월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경제위기가 심화된 작년 말부
터 조업단축 신청이 급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업단축 신청 증가현상은 독일 정
부의 지속적인 조업단축 지원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조업단축 실시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에만 해도 조업단축 실시 근로자가 총
270,47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1월에는 572,217명 (전년대비: +315.4%), 2월에는 1,076,160
명 (전년대비: +568.0%) 그리고 3월에는 1,246,618명 (전년대비: +701.6%)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현재 조업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서, 조업단축이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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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최신 노동시장 정책
독일 정부는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11월 소위‘경제성장력 강화를
을 기본 취지로 하는「경기활성
통한 고용안정(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stumsstärkung)’
화 패키지 I」
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추가적으로‘독일의 고용보장과 안정을 위한 패키
인「경기활성화 패키지 II」
지(Paket für Sicherung von Beschäftigung und Stabilität in Deutschland)’
를 실시하고 있다.7) 독일의 최신 노동시장정책은 지금까지 실시된 두 번째 경기활성화 패키지 내
용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독일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
고 있는 노동시장정책은 바로 조업단축의 장려를 통한 대량해고와 실업의 방지임은 이미 앞에서
도 설명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경기활성화 패키지 II」
에 따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2009년 초에 조업단
축급여의 수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기업
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연방노동국에서 보조
하여 왔다. 그리고 사용자가 조업단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전액을 보조하여 왔으며, 조업단축 신청을 위
한 제반 행정절차들이 간소화되었다.
2009년 5월 20일 독일 내각은 조업단축급여 수혜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를 통해 조업단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8) 따라서, 조업단
축급여 수혜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되게 되며, 이러한 조업단축급여 수혜
기간 연장조치를 통해 금년 말까지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모든 근로자 및 기업에게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조업단축을 실시한 7개월 후부터는 사회보험료 부담의 전

7) 독일의 경기활성화 패키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규영,「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의 경기
활성화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 Vol. 7, No. 4, 한국노동연구원, 2009. 04.를 참조할 수 있다.
8) 연방노동사회부 언론보고, Kurzarbeit verlängert, 2009년 5월 20일, http://www.bmas.de/coremedia/
generator/33352/2009__05__20__kurzarbeitergeld__verlaenge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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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연방노동국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업단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
담 해소를 위한 추가장치로서, 조업단축급여 수혜기간 내에 사용자가 조업단축을 3개월 혹은 몇
개월간 중단한 후 차후에 조업단축을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조업단축 신청을 할 필요
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조업단축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연방노동국 차원의 직무능력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연령 근로자 및 25세 이상의 저숙련 근로자 그리고 실습 일자리를 찾
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2009년과 2010년에
매년 13억 유로 상당의 정부자금이 지출되게 된다. 또한 소위 고연령 근로자 및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WeGebAU)의 확대를 위해 매년 2억 유로가 지출되며, 유럽 사회기금을 통해
조업단축 기간 동안의 직업훈련 지원이나 고용보장을 위한 기업상담 프로젝트를 위해서 2009년
과 2010년에 총 2억 유로가 투자된다. 그 밖에도 직업알선이나 취업지도를 위해 연방노동국 지부
5,000여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 맺음말
최근 독일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던 취업자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수가 4월과 5월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실업자수는 다시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 대해 독일 정부는 그동
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왔던 조업단축의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업단축의 증가가 노동시장 개선에 기여하
였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
에서 섣불리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경기침체 상황이 심화됨
에 따라서 특히 2010년과 2011년 노동시장 상황이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단축급여 수혜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이번 조치는 조업단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독일 정부의 노동정책적 목
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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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역중심
종합고용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최영준 (영국 바스대학교 사회정책학과 조교수)

■ 머리말
약 20년 동안의 보수당 정부 집권을 마치고 1997년 신노동당(New Labour)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핵심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영국 복지국가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었다. 이에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능이 수동적 성격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키
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널리 알려진‘제3의길(The Third Way)’
이나‘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는 아동정책과 함께 고용정책을 정비하고 확대시켰
으며‘뉴딜(New Deal)’
정책의 실행은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다. 10년이 넘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한부모를 포함한 여성 고용의 증가 및 장기실업자들의 감소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였으
나,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이러한 성과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혁을 하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2009년 3월에 발
간된 지역의 역할에 초점을 둔 정부 고용대책에 대한 점검(Review)보고서와 2005년 5월에 발간된
점검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Response)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
제점 그리고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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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점검보고서:
‘Tackling Worklessness’
이 보고서는 2008년 5월 경제위기가 여전히 초기인 시점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되게 되었
다. 특별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및 지방정부와 다른 민간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에 초점
을 두어서 고용정책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받고 반슬리(Barnsley) 지역 지방의원인 스테판 휴튼
(Stephen Houghton)을 대표로 하는 독립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점검보고서의 제목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worklessness’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의 정책들이 실업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실직자’
들을
넘어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활성화에 상당한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1)라는 개념을 사
로 인해서 정부는‘실직(unemployment)’
이라는 기존 개념을 넘어‘worklessnes’

용하게 되었다. 이 개념을 사용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까지를 이 점
검보고서는 제시하고 있으며, 발간된 시점에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급감하는 때여서 더욱 사회
적 관심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신노동당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지역 간에 실업률의
격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지방정부와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지
방정부를 비교하였을 때 1995년에는 이 격차가 15%에 육박하였지만, 2008년 1월을 기준으로는
4.6%까지 줄어들었다. 둘째로‘근로지역기금(Working Neighbourhood Fund)’
를 받고 있는 지역
에서 무능력급여(Incapacity benefit)를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무능력급여 수급
자 감소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근로지역기금은 신노동당 집권 이래로 지역 간 격차를 줄
이기 위해서 펼친 다양한 정책 중 핵심적인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정부에 특별기금
을 주는 것으로, 유사한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는‘근로지역기금’
이라
는 명목으로 개선되어 실행되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지역기금을 받는 지역에서 무능
력급여를 받는 비율은 9.4%로 타 지역 5.3%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서 무능력급여를 받는 비율 역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1) 본고에서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이를‘무직’
으로 표현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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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이 근
로지역기금을 받는 지역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가장 높
고 낮은 지역 간의 실업률 격차가 4.6%에서 다시 6.2%로 증가하였다. 또한 무능력급여를 받는 이
들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지역기금을 받고 있는 지방의 경우 10명 중 한 명이 여전히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로 열악 지역 지
방정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진 것을 생각할 때 훌륭한 성과라고 평가되기 힘들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무능력급여 청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비율이 근로지역기금을 받고 있
는 곳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지역기금을 받고 있는 지역의 경우 특히 소수인종들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무직
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좀 더 맞는 혼합된 정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특히 지방 차원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또 계획되는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
다. 첫째는 정책의 전달방식과 전달구조의 개선(improving delivery)이다. 현재 고용정책의 중요한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와 관련하여 각 관련기관들 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정책이 잘 조
정(coordination)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을 위한 다양한 기금들이 있지만 이들이 너무 다
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금의 경우 근로지역기금,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지역개발기금, 자체 지방정부 기금, 그리고 근로나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정부부서 기금 등
이 혼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정책을 위한 기금이나 근로지역기금이 지방정부와
관련 파트너들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
안되었다. 특별히 근로지역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단기가 아닌 5년 주기
로 계획되어 운영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로지역기금 배분을 일찍 결정해서 공표함으로써 지
역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두 번째는 고용창출과 무직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킬 것
을 제안하였다. 지역 내에서의 파트너십 증진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고용 문제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포함해서 지방정부와 민간 관련단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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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이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단 모든 지방
정부는 지역 내의 고용∙무직현황파악(Worklessness Assessment)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현황 파악
의 내용으로는 지역 노동시장 파악, 관련 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이들의 특징 파악, 해고당할
위험에 있거나 장기실업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 파악, 실직한 이들이나 장기무직자들을 도울 수 있
는 지역의 역량 파악,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견해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근
로지역기금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의 경우‘근로기술플랜(Work and Skills Plans)’
를 만들어서 어떤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을 제안했
다. 이 플랜에는 어떤 파트너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관련서비스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파악,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재원을 통해서 대응할 것인지
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플랜의 다음 단계로 파트너십을 잘 유지해서 발전시켜 온 지
방정부의 경우‘근로기술통합예산(Work and Skills Integrated Budget)’
을 도입하여 기금을 단일화
하고 기금 사용에 있어서 보다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는 고용 및 무직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도전기금(Challenge Fund)’
를 도입하는 방
안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이 매우 낙
후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고용률도 매우 낮지만, 빈 일자리가 거의 없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도전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장기간 실직자나 무직자를 돕고 한시적이
나마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재생(regeneration)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하나의 고용주로서 혹은
중계기관으로서 성장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가 고용주로서 향후 3년간 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7만 5천명의 실업자들에게 근로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직업훈
련 기회 제공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고용센터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외
부용역에 사용하고 있는 매년 420억 파운드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지역의 기업들을 계
속 발전시키며 함께 일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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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정부의 대응보고서:
‘Stepping up to the Challenge’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점검보고서에서 진단한 무직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공감하며,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내의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다시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와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공동으로
공식적인 대응보고서를 통하여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단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의 집권 이래로 고용에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은 뉴딜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고용
정책이다. 구직급여와 구직활동을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고용센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려 하였으며, 반면에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이 구직상담을
받게 함으로써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려 하였다. 비단 구직자뿐 아니라 기존에 무능력 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도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25세 미만의 무능력 급여자는 반드시 구직상담을 받도
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주들과의 긴밀한 협조나 지역고용파트너십(Local Employment
Partnership) 등을 통하여 무직에 대응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기존의 정책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단 고용센터, 지
역개발청 등을 통한 다양한 기금을 이용하여 대량해고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실시하였
다. 둘째, 30억 파운드를 고용센터 및 계약훈련기관에 투자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용센터의‘빠른응답 서비스(Rapid Response Service)’
를 확대하였다. 빠른응답 서
비스는 해고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빨리 다른 직업을 찾도록 돕거나 다른 옵션들을 제시해 주
는 서비스로서 2008년 11월에 관련 예산을 30억 파운드에서 60억 파운드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2009/10년에는 120억 파운드로 더 확대시켰다. 셋째, 유럽사회기금 등을 이용하여 실직상태에 있
거나 실직이 예상되는 최소 4만 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넷째, 1.4억 파운드를 통하
여 3만 5천 명에게 견습 일자리를 제공하며, 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18~24세 사이의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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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새 예산이 발표된 2009년 4월에
는 이와 더불어 실직상태에 있는 이들과 구직급여를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 첫째, 이들을 고용한 자격을 갖춘(qualified) 고용주에게 고용수
당 1천 파운드와 함께 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8천3백만 파운드를 사용하여 75,000
명이 최고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다양한 조언과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영
업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이 고용센터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더 받을 수 있도
록 고용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증가시켰다.
점검보고서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약 10억 파
운드의 미래직업기금(Future Jobs Fund)의 창설이다. 이는 점검보고서에서 제안한 도전기금에 상
응하는 것으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지역파트너십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하여 거의 모든 장기실업청년들에게 일자리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8~24세 장기실업 청년들에게 10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
역에 5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이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닌 입찰(bid)의 형태를 통해서 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사업자는 장기 청년실업자나 열악한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일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
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에 의
해서 운영이 되며 지방정부나 비영리기관 혹은 사회적 기업 등 민간기관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정책을 좀 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동의하며, 지
금까지는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에 지역의 파트너십이 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미래직업기금의 경우에 중앙정부를 통한 계획이 아닌 지역 주체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과 필요에 맞는 대안이 나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유연한 전달과 지역 중심의 정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
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점검보고서에서 제안한‘고용∙무직현황 파악’
이
나‘근로기술플랜’
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서 바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미래직업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만일 이 사업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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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싶은 지방정부나 주체들은 고용∙무직현황 파악과 근로기술플랜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금을 배분할 시에 파트너십이 좀 더 잘 작동되는 지역과 사업 주체
들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정치경제
발전에 관한 법을 통하여 고용∙무직에 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황 파악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 관련 주체들의 분석과 목표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열악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가 개입을 효과
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보고서에는 점검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지방정부가 고용주로서 혹은 중계기관으로서의 기능
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
앙정부 신규 일자리의 25% 이상은 지역고용파트너십(Local Employment Partnership)을 통하여
채워지는 안이 내각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게 전략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 고용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가 외
부 계약을 하거나 용역을 줄 때 좀더 적극적인 개입과 계획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기술과 직업훈련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점검보고서 곳곳에
서 강조되었던 비영리기관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며 향후 정부는 이들
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한 예로 미래직업기금의 분배에 있어서 이들에게는 추
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정책의 중추로서 지역사회
신노동당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지역사회 격차 해소와 고용 증대는 일부 성공을 거두었음
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위기를 통하여 다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일에는 근로지역기금을
받고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격차가 2007년 4월과 2008년 9월 사이에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
여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1).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근로지역기금 등 최근에 도입한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겠으나 여전히 지역 간의 고
용 및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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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직업기금에 대한 입찰이 시작되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선정 및 사업 개시 시기 등에
관한 견해 차이 역시 일부 표출되고 있다. 두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행에 있어서도 모든 지역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
역전략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s)을 잘 정착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지방정부와 고용센터,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그리고
민간 고용주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
역 중심의 종합고용정책이 어느 정도 최근의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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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의 경기는 2008년 4/4분기 이후 계속 하강세이다.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
조사에서 스웨덴의 국내총생산은 2009년 1/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역사적인 수치인
6.9%나 감소하였으며 2008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2.8%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3/4분
기에 들어서면 경기 하강 속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스웨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 실업률의 증가세가 멈추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스
웨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2011년이 되어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실업률 증가 추
세 또한 멈추리라고 예견하고 있다.1)
현재 이렇게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다.
실업보험은 노동자가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실업을 하였을 경우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 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유지에 걱정 없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기회를 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보험은 또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개인의 소비력
을 유지해 경기가 더 이상 하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Affärsvärlden, 2009-05-22,“Svensk BNP brant utfö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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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오랜 동안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실업
급여 지급기간도 길며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겸비해 그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여러 모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
은 실업보험기금 가입자격 조건이 엄격해지고 보험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으며 보험급여 지
급기간도 단축되었다. 이는 한 노동자가 실업을 하였을 경우 그의 소득 수준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
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해 결국은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가 예전에 비해 그 기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배경으로 이 글은 최근 몇 년 간 스웨덴의 실업보험기금 가
입자 수 변동과 실업기금별 보험료, 또한 실업을 대비한 보충보험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맺음말에서 스웨덴의 현 실업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지적할 것이다.

■ 실업보험기금별 가입자 수와 보험료 현황
스웨덴의 실업보험기금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직종별로 분리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09년 3월 31일 현재 총 32곳의 실업보험기금이 존재한다. 여러 곳의 실업보험기금 중 현재는 대
졸 이상 전문직 근로자 실업보험기금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기업체 사무직 근로
자 실업보험기금, 또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근무자 실업보험기금이 온다.
총 실업보험기금 가입자수는 2006년 말 이후 2008년 말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9년에 들어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6년 9월 총선에서 중도우파가 정권을 인수한 이후 실업보
험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실업보험기금 가입자격 조건을 엄격히 한 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실업보험기금 가입 전 일정 기간 직업생활을 해야 하며 또 임금노동에 근로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청구 시 실업보험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로 하였다.2) 이렇게 실업보험기금 가입 및 보
험금 수령 조건이 엄격해지자 몇 개의 실업보험기금에서 가입자수가 급감하여 수년간 재정의 곤
란을 겪어 통폐합을 경험하게 된다.

2) Riksdagen, propositioner, 2006/07:15,“En arbetslöshetsförsökring för arb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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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업보험 기금별 가입자수
실업보험기금 명

2006-12-31

대졸 이상 전문직 근로자

2008-12-31

2009-03-31

596,189

564,573

581,960

586,478

기타 일반노동자

85,965

74,906

74,212

75,676

교통서비스근로자

108,683

96,338

93,607

93,752

정유업 사업주

2,652

2,209

1,986

1,938

건설업 근로자

113,428

101,723

99,948

99,180

24,652

22,221

22,708

22,682

전기공
약품판매업 근로자

6,020

5,571

5,428

5,388

건물관리업 근로자

44,688

39,284

37,868

37,641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

55,128

51,945

53,420

53,573

임업 및 그래픽디자이너

73,787

64,138

60,973

60,444

1,711

1,690

1,631

1,609

178,590

157,934

151,638

151,191

74,049

54,684

47,885

46,713

금속 노동자

357,028

335,437

326,814

324,014

언론 근로자

15,627

14,088

13,353

13,317

595,436

532,016

513,433

511,798

관리직 근로자

78,322

71,229

71,734

72,174

식료품업 근로자

40,671

35,603

34,252

33,964

179,886

173,143

172,565

172,454

2,676

2,116

1,666

1,607

제지업 근로자

22,875

19,196

18,113

17,930

농림업 근로자

1,368

1,200

1,139

1,146

지방자치정부기관 근무자

149,622

126,746

121,753

121,179

소기업가

부두노동자
판매업 근로자
음식 및 숙박업 근로자

지방자치정부기관 근무자

고등학교 교사
음악가

150,797

120,160

111,698

113,790

중앙정부기관 근무자

99,364

79,574

73,831

73,102

도소매 업자 및 사업주

30,472

22,171

19,759

19,412

일반노동자

12,007

9,268

8,292

8,136

어업 근로자
판매원
연극업계 근로자
운수업 근로자
민간업체 소속사무직근로자
전체

출처: 스웨덴실업보험기금 감독위원회(IAF).

58_

2007-12-31

2009년 6월호 <<

1,146

891

757

732

12,091

10,249

9,522

9,522

9,847

8,278

7,270

7,124

82,512

73,284

71,926

72,722

578,413

518,686

510,065

515,057

3,785,702

3,390,551

3,321,206

3,3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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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2007년 10월 1일부터 페인트공 실업보험기금이 건설업 근로자 실업보험기금으로 흡
수 통합되었으며 2008년 1월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만을 위한 새로운 노동조합연맹 UNIONEN
이 탄생하였다. 이 새로운 노동조합연맹은 기존의 민간 산업부문 화이트칼라 노동자 조합인 SIF와
도소매 유통업 부문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인 HTF가 통합된 결과로 탄생된 것으로 전체 노동조합
원 50만 명으로 출범하였다. 두 노동조합이 하나로 합친 것은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서
비스의 질 향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전보다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할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UNIONEN은 스웨덴 민간 노동시장에 있어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제일 큰
노동조합연맹으로 조합원은 약 66,000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UNIONEN은 실업보험기금
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 1일에는 그래픽디자이너 실업보험기금과 임업 및
목재업 근로자 실업보험기금이 통합되어 새로운 그래픽디자이너와 임업 및 목재업 근로자 실업보
험기금이 탄생하였다.3)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12월 이후 총 실업보험기금 가입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8
년 12월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고용인구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과
반대인 추세이다. 2006년 말에는 전체 고용인구의 87%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2008년 말에는 전체 고용인구의 74%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스웨덴의 근로자 중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가입률과 탈퇴율 변
화 모두와 관련이 있다. 청년층 노동자(15~34세)의 실업보험기금 가입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전
체 연령대에서 실업보험기금 탈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보험기금 탈퇴율은 연령이
55세 이상의 근로자들 사이에 가장 높다.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실업보험기금 가입자 수가 감
소한 것은 정부의 규정 개정으로 실업보험료가 올라간 이유도 있고 또한 같은 기간 스웨덴이 호경
기를 경험한 이유로 소수이긴 하나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
고 추정하고 있다. 전체 고용인구 중 청년층과 이민자 그룹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바로 이들
두 그룹의 실업보험기금 가입률이 기타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보험기금 미가입
자의 경우 정작 실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상당히 낮다. 2008년의 경우 약 30%의

3)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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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실업보험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4)
대부분의 실업보험기금의 가입자수가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 전문직 근로자 실업보험기금의 가
입자수는 비교적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표 2>에서 보듯이 월 실업보험료가 다른
실업보험기금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업보험료가 실업보험기금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실업보험료가 보험의 기능성을 높이고 또한 실업보험기금별 재정자립 능력을 강화시키도
록 스웨덴 정부가 2007년에 실업보험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스
웨덴의 각 실업보험기금의 실업보험료는 직업군별로 실업률이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직
업군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평균 실업기간이 길수록 실업보험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졸 이상 전문직 근로자 실업보험기금이 월 실업보험료가 다른 실업보험기금에 비
해 낮은 이유는 대졸 이상 전문직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기 때문이고 실업보
험급여의 평균 지급기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최근 대졸 이상 전문직 근로자 실업보험기금에
<표 2> 실업보험 기금 별 가입자수
실업보험기금

월 실업보험료 + 조합비
(비실업자)

실업보험기금

건설업 근로자

425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

118

음식 및 숙박업 근로자

415

대졸이상 전문직 근로자

140

음악가

415

전기공

155

어업 근로자

415

소기업가

181

연극업계 근로자

405

중앙정부기관 근무자

188

금속노동자

384

관리직 근로자

198

건물관리업 근로자

325

지방자치정부기관 근무자

200

지방자치단체소속 근로자

320

언론 근로자

205

운수업 근로자

306

제지업 근로자

239

식료품업 근로자

287

판매원

265

도소매업 근로자

285

임업 및 그래픽디자이너

325

교통서비스 근로자

278

부두노동자

330

약품판매업 근로자

217

판매업자 및 사업주

348

농림업 근로자

216

정유업사업주

351

민간업체 소속사무직 근로자

214

일반노동자

365

고등학교 교사

138

기타 일반노동자

450

출처: 스웨덴실업보험기금 감독위원회(IAF).

4) Arbetsförmedlingen, 2008,“Arbetsmarknadsutsikterna för 2009 o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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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직 근로자와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연령이 30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졸 이상 전문직 근로자 실업보험
기금의 실업보험료는 실업자의 경우 월 90크로나이고 비실업자의 경우 50크로나가 많은 140크로
나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결정에 의해 비실업자도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부터는 90크
로나만 내도 된다.5)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현재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과 실업보험
기금 가입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실업
보험기금은 월 실업보험료와 조합비를 함께 취급하고 일부 실업보험기금은 실업보험료만 취급하
고 조합비는 개인이 따로 내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실업을 하였을 경우 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조합비 및 실업보험료를 이와 비례해 낮추어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 실업보험의 급여 대체율 및 급여 수준
스웨덴에서 실업보험기금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노동자
가 실업 전 일정 기간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실업보험기금에도 일정 기간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실업급여를 최고 300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1997년과 2006년 사이에는 전체 300일 간의 실업급
여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실업보험 기준급여의 80%이었다. 하지만 2007년 실업보
험법 개정 시 두 가지 커다란 변경이 이루어졌다. 우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실업급여 수령 기간
200일 이후에는 70%로 감소되었다. 또한 실업기간 300일 이후 실업보험급여 연장 가능성이 폐지
하였다. 실업 초기 200일 간 실업보험 기준급여는 세전 월 급여 18,700크로나 이며 임금의 80퍼센
트가 실업급여가 되는데 이는 세금 공제 전 월급 약 15,000크로나에 해당된다. 이는 월급여가
18,700크로나 이상인 부분은 실업보험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2001년과 2006년

5) AEA, 2009-05-14,“Nya regler i a-kassan den 1 j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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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실업초기 100일간은 실업보험 기준급여가 일일 약 1,000크로나 만큼 높았다. 현재 실업
자가 실업보험기금이 정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업보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세전 약 월 7,000크로나이다.

■ 실업보험급여의 소득 대체율 저하 및 실업급여 기준임금
상한선의 문제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스웨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3%를 기록하
였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기준임금 상한선은 2002년 7월 1일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 결과로 인해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기준임금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였다. 2002년의 경우 실업급여 기준
임금은 평균임금의 82%인 반면 2007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100일간 62%로 감소하였다. 현재
스웨덴의 임금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 2007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약 2/3가 실업급여 기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4만이 실업을 하였을 경우 실업 전 임금의
약 8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으로 실업 전 임금의 약 80%를 실업급여
로 받을 수 있는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실업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들자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실업보험 기준급여 상한선을 넘어서는 임금에 대해 단체보충보험을 들도록 하였다. 몇몇 대
사업주는 고용인들과 별개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거나 민간보험업자와 단체보험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실업시 소득보전을 위한 단체보충보험의 경우에
도 보험급여를 수령하려면 일반 실업보험 급여 청구 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실업 전 일정기간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실업보험기금에 일정기간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실업에 대비한 정책
이 다양해지면서 사실상 얼마나 많은 비율의 노동자가 실직을 하였을 경우 이런 보충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군별로 실
업률이 차이가 있으며 실업률이 높은 직업군은 보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모든 실업자가
일반실업보험이든 보충보험이든 받을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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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실업을 하였을 경우 그 실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얼마나 구직하는데 실
업급여가 도움을 주는가를 결정하려면 일반실업보험급여액과 보충보험급여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 스웨덴국회 실업보험제도 규정 변경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스웨덴의 실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2009년 3월 현재 실업률은
4.8%를 기록하였다.6) 문제는 실업보험기금 가입 및 급여 수령조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직업알선소에 등록하여 구직하
는 인원 중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04년의 경우 전체 70%이었는데 2008년에는 그
보다 훨씬 낮은 55%만이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는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
책으로 스웨덴의 국회는 2009년 5월 13일을 기해 실업보험 규정의 변경을 결의하였다. 변경된 규
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8)
1) 한 노동자가 실업보험 가입 전 일정 기간 직업생활을 해야 하며, 또 임금노동을 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취소함.
2) 실업보험 청구 시 실업보험 가입 기간이 기존의 12개월이 아닌 6개월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청구 가능하게 함.
3) 실업보험기금이 실업급여 청구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시 청구자가 실업 전에 받은 다른 사회
보험급여 (부모수당, 병가수당 등)를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함.
4) 실업보험기금이 정한 실업보험료 액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 행정법원에 요청하여 변경을

6) Arbetsformedlingen, 2009-04-17,“Arbetsmarknaden fortsätter att försvagas”
7) Arbetsformedlingen, 2009-04-01,“Andelen av de arbetssökande som har arbetslöshetsersättning
har minskat”
8) Riksdagen, 2009-05-13,“Beslut i kort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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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함.
정부는 최근 결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의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업자
들이 실업보험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부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맺음말
스웨덴의 경우 실업보험제도상 실업급여 대상임금의 상한선이 현재 대부분의 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200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점점 하락하는 추
세를 보였다.
실제로 전체 임금노동자 10명 중 8명의 임금이 실업급여 대상임금의 상한선을 넘고 있는 상황이
다. 그래서 현재 실업자 중 실업 전 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받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현재 약
21%를 기록하는데 이는 지난 2년 동안에만도 그 비율이 반감한 것이다. 이렇게 낮아진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스웨덴 실업보험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일각의 경제전문가들과 노동조합 측은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낮아 스웨덴의 불경기가 불필
요하게 더 연장되고 심각해진다는 의견이다.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잘 주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실업이 되기 전에 그들의 소비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저축도 더 많
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 정부도 실업보험제도의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
면서도 실업보험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를 우려해 실업보험제도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2009년 5월에 정부가 도입한 몇 가지 실업보험기금제도 개선책이 실업보험기금 가입자수를 증
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실업급여 대상임금의 상한선을 올리지 않는 한 불경
기 시 실업한 노동자에게 실업보험의 효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스웨덴 근로자들
사이에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결정적인 한 요소에 대한 의구심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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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득분배제도의
조용한 개혁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중국

방혜정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25일「2009년 경제체제개혁심화사업에 관한 의견(
)」
을 정식 공표하고, 국민소득분배구조개혁 문제를 경제성장을 위한 내수확장
정책의 중요 기본사업으로 삼았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2006년에「소득분배제도개혁추진에 관한 의견(
)」
을 국무원에 상정하였지만 현실적 제약에 묶여 있던 상태였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에 부심하던 중국 정부는 결국 올해 3월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전체적 기본방안을 완성
하였고, 올해 안에 정식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소득분배제도의 변화 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 개혁 방향을 살펴보자.

■ 노동에 따른 분배(1978-1991)원칙 마련 : 평균주의 극복
1978년 5월 국무원은「장려금 및 작업별 임금제도 실시에 관한 통지(
)」
를 발표하고, 십여 년간 정지되어 왔던 관련 제도를 정식으로 부활시키면서 소득분배제
도 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우선, 농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은 해 12월 농가책임생산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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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편화시켜, 농민의 생산경영의 적극성을 자극하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제도 개혁의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농촌의 개혁이 성공을 보이자, 중국정부는 1984년 10월 경제체제개혁결정(
: 이하 개혁결정)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전면적 경제체제 개혁을 실시하면서 소득
분배제도의 개혁을 한층 심화하였다. 개혁 결정에서는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상여금
을 자율 결정하고, 상여금과 제재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 발생을 용인하고, 국
가기관 및 사업 단위가 임금 및 그 관리 제도의 개혁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개인소득조절세금 등
을 마련했다. 1985년에는「국영기업임금개혁문제에 관한 통지(
)」
를 통해, 국영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 임금총액이 연동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87년 10월 13
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최초로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기본으로 기타 분배방식을 통한 보
충을 허용하여,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이익 등 비근로임금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개인소득에 대한 적절한 조절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 공평을 고려한 노동에 따른 소득분배(1992-2002)
1992년 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을 국가 개혁의 목표로
확정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1993년 11월「사회주의시장경제체
제건설을 위한 문제에 대한 결정
（

）
」
을 통해, 중국

은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과 다양한 분배 제도가 병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평의 원칙을 고
려한 상황에서 경쟁기제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결정하고, 기업, 사업단위, 행정기관 등이 각 특성
에 알맞은 자율적 임금제도와 정상적 임금인상기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경쟁과 격차를 허용하
는 동시에,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거시적 조정기제를 확립하고, 최저임금 기준 및 임금기준 지도선

1) 집체조직이 생산수단을 각 가정에 위임하여, 해당 가정이 국가와 집체조직이 정한 임무량 외의 성과
물을 독립적으로 처리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농촌의 집체경제 소유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
민의 생산 적극성을 유도하여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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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하는 등 소득분배의 규범화 및 소득재분배기제의 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 소득신고
및 납부를 강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실행하는 등, 소득분배정책과 세수 제도 조절을 통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막고자 하였다.
이어, 1997년 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의 존재와 공동 발전
을 용인하면서, 일부 경영관리 및 과학기술 인원의 소득촉진기제를 허용하며, 기업 내부에서 직위
에 따른 임금 제도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주식 보유를 허용하며, 공무원의 직급별 임금제와 직능별
임금제를 실시하는 등 지식∙과학 등 생산기여도와 소득분배를 연결지어 전면적인 소득분배제도
의 개혁을 심화하였다.

■ 소득분배제도의 규범화 및 완성(2003 - )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기제가 소득분배체제에 활용되면서, 경직된 평균주의가
사라지고, 근로자들의 생산 적극성이 부활하면서, 중국의 경제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러나 시장기제 자체의 모순과 소득분배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심각한 국민소득격차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3년과 2006년 각각「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성을 위한
결정(
중대결정(

)」
과「사회주의화합사회건설을 위한
)」
을 공표하고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관련 제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대 결정에서는 소득분배제도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중산
층을 확대하며, 고소득자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등 공평한 사회건설에 역점을 두고자 한
다. 특히 2006년 결정에서는 2020년까지 도농 및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소득분
배제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여 모든 국민이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수입 확대와 각종 보조 기준 및 최저임금 기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근로자임금 정상인상기제와 지불보장기제를 확립하도록 하며, 세수 조절을 강화
하고 독점기업을 감독하는 등 일차적 소득분배와 재분배에서의 효율적이며 공평한 제도 실시를
좀더 구체적으로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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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1소(4 1 )의 문제
중국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4대 1소’
로 요약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의 큰 소득격차; 도시 및 농촌 내부에서의 큰 소득 격차; 지역 간의 큰 소득격차; 업종 간의 큰 소득
격차; 근로자 소득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적은 비중.

도농간의 소득격차
2007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2006년 중국국민소득분배연도보고」
에 따르면, 2005년
각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전년에 비해 500위안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 농촌주민의 평균 소
득이 도시주민의 1/3에도 이르지 못한다. 1978년 2.57:1이었던 도시와 농촌의 소득분배비율이
2003년에는 3.23:1로 증가하였다.
개혁 초기부터 1984년까지 농촌에서 농가책임생산제를 실시하며 농민의 소득이 대폭 증가한 것
을 제외하고, 농민의 소득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다. 반면에, 도시화와 도시의 경제 개혁이
실시된 1985년 이래로, 도시주민의 소득이 전체 국민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1978년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국민가처분소득 중 35.7%를 차지하였지만,
1997년 52.8%, 1999년 57.8%, 2004년에는 69.2%로 대폭 증가한 반면, 농민소득의 비중은 1978
년 64.3%에서 30.8%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41.8%를 차지하는 도시인구가 국민가처분
소득의 6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하는 농민은 전체 국민가처분소
득의 30.8%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증가 속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및 농촌 내의 소득격차
1978년 중국 농촌과 도시의 지니지수는 각각 0.2124와 0.16으로 소득분배에서 절대적 평등을
보여주었다.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농촌의 지니지수는 1985년 0.2267, 1986년 0.3042, 1999년
0.3361, 2003년에는 0.37에 이르고 있다. 도시의 경우, 1984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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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0295, 2003년 0.295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지니지수는 0.46으로 이미 국제기준
의 위험 수위인 0.4를 넘어섰다.
2004년 도시주민 중 최저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 중산층의 비중은
57.7%로 1985년과 비교하면 각각 5.4%와 6.1%의 감소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은 41%로 1985년
에 비해 11.5% 증가하였다.
2004년 농촌의 최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6.3%, 중산층의 경우 50.3%로 1988년에 비해 각각
1.9%와 2.1%의 감소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의 43.4%를 차지하여, 1988년과 비교해 보면
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역간의 소득격차
1978년에서 2004년까지 중국 동부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
균 56%에 이르는 반면, 중부와 서부 지역은 각각 26%와 18%에 그치고 있다. 경제기초와 자연조
건에 따른 경제발전 정도의 불균형이 소득분배에서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1998~2002년간의
통계로 보면, 동부 지역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국민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5%이고 중
부와 서부는 각각 26.3%와 18.2%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정부, 주민의 가처분소득으로 살펴보아도 지역간의 편차는 뚜렷하다. 1998~2002년 사이,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부의 경우 66.8%인 반면 중부와 서부는 각각
20.3%와 12.9%이다. 동부 지역 정부의 가처분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4%인 반면
중부와 서부는 각각 24.7%와 20.9%이며, 국민가처분소득의 경우 동부, 중부, 서부의 비중이 각각
52.4%, 28.5%, 19.1%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5년 서부주민의 가처분소득이 동부 지역 도시주민
소득의 66.7%에 해당하며, 이는 2004년의 69.7%에 비해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서부 농촌주민 소득
의 경우에도, 동부 농촌주민 소득의 44.2%에 해당하며, 이 또한 2004년 48%에 비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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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의 소득격차
중국노동학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전국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인 반면, 업종별로 증가 속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업종 최고
임금계층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계층의 3.6배였던 것이 2005년에는 5.88배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78년 최고임금계층의 평균 임금이 동종업종 최저임금계층의 2.8배 정도였으나, 1994년 이래
전력, 가스, 교통운수, 전신, 부동산, 금융보험 및 과학 및 종합기술서비스산업이 고소득 업종으로
발전하면서, 2002년에는 최고소득 업종의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 임금인 5천 위안보다 많아지고,
동종 최고임금계층과 최저임금계층의 임금이 2.99:1의 비율을 보였다. 2003~2007년 5년간의 업
종별 분류조사에 따르면, 전력, 가스 및 수력공급, 금융,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 정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주요한 고소득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
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전신 등 독점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전국 평균 임금의 3~4배이며, 기타 소
득과 복리후생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소득이 5~11배에 이른다.

국민소득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
중국 근로자임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7%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7년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소득도 1992년에는 전체 국내총생산의 68.8%를 차지하였으
나, 2007년에는 52.3%를 차지한 반면, 정부와 기업 소득은 16% 이상씩 증가하였다.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본밀집형, 기술밀집형 기업들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지만, 이들이 흡수하는 노동력
의 상대적으로 적어, 노동참여와 이윤의 분배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1차, 2차, 3
차 산업의 취업 비율이 40:28:32인 반면, 생산결과물의 비율은 11:49:40으로, 전체 취업의 40%를
차지하는 농업에서 창출한 생산량은 국내총생산량의 11%에 그쳐 그 소득분배가 비교적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2007년까지 근로수입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4%에서 39.74%
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높은 세율과 독점기업의 성장 덕분에, 기업 영업잉여액이 국내총생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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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은 21.23%에서 31.29%로 자본 수입의 계속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재정 수
입 또한 10.95%에서 20.57%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소득분배제도 개혁: 1차 소득분배의 조정강화
개혁개방 이래로 국민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격차의 심화는 중국의 사
회안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경제위기로 불거진 내수확대와 경기
진작 정책을 완성하는 데 이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난제이다. 고소득을 조정하고 저소득
을 보조하여 1차 소득분배제도의 조정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보장제도와 세수제도 등 관련 사회제
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개혁의지가 이번 의견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후 진행될 개
혁 방안과 실제 세부 조항들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08년 말 중국의 빈곤인구는 2,365만 명이며, 도시주민의 최저소득계층 20%가 전체 소득의
2.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고소득계층 20%가 전체 소득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소득 5만 3,700~16만 위안(1인당 3만4천~10
만 위안)의 계층이 중산계층으로, 현재 중국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7%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산층의 확대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조정을 통해 내수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전체의 불균형과 불공평을 조정하는 목표를 세우고 일차적 소득분배 과정을 개선하려
한다.
우선 분배질서에 혼란을 주는 임금체불, 불법소득 등의 현상을 통제 감독하기 위해 임금단체협
상제도와 임금지불보장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조기준과 저소득층보호기준, 최저임금 및 기본양
로금 기준 등을 조절할 것이다. 농민의 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
고, 농업발전과 취업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
고자 한다.
특히, 이번 의견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제도를 개혁하고, 국유기업책임자보수관리제도를 규범화
하며, 사업단위가 성과급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통해 약 1억 2천만 명이 개혁 방안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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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 철도, 전력, 전신, 공공설비 등 12개 독점기업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정책을 통해 불합리한 고소득을 조정
할 것이다.

■ 맺음말
중국은 이번 의견 공표를 통해 경쟁과 공평에 기초한 소득분배 질서확립을 위해 실제적인 근로
자 수입의 거시관리 강화와 부동산 세제 개혁, 환경세 및 각종 자원세의 신설, 개인소득세 제도의
보완 등 실제적인 세제 개혁과 완성을 이루고자 한다. 동시에, 사회보험제도의 완성과 적극적 취업
정책 실시 등을 통해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 이는 4조 위안 경기진작 정책의 성공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 경제사회의 장기적 건강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집체조직이 생산수단을 각 가정에 위임하여, 해당 가정이 국가와 집체조직이 정한 임무량 외의
성과물을 독립적으로 처리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농촌의 집체경제 소유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
서,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유도하여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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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유럽
미국 : 오바마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지난 3월 중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

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이들 기

이 방안은 현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이 최소한의

업에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책

위험 부담만 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은 경기부양책(stimulus plan)의 7억 3,000만 달러(한

대출을 장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

화 약 9,636억 원) 중 일부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담당자인 지오바니 코라톨로(Giovanni Coratolo) 씨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청에 90%까지

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대부를 허용해 줌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

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

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미 정부는 2차 금융 시장

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은행 유동성을 증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출처: 워싱턴포스트, 2009년 3월 15일,‘Obama

일자리 손실을 피하고 경제성장을 증진시키는 차원

to unveil plans to help small businesses’

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추가 방안

미국 : 직장에서‘경제위기’
는 해고의 좋은 구실로 이용
뉴욕의 요가클럽 매니저인 새디 나르디니(Sadie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 직원들이었다. 즉 프론트 데

Nardini)는 최근 15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그는 상사

스크에 남자 직원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여직원으

로부터‘경기침체’때문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 너무 말이 많은 직원들이나

라고 들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해고된

건강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직원들을 이번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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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이 클럽은 그 직전에

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원과

새디 나르디니의 어머니도 해고했다.

계약을 통해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새디는“사실 경기침체는 하나의 좋은 구실”
이라

해고 패키지를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고 말한다. HR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루이스(David

한편, 이 라디오 뉴스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

Lewis)는 해고의 좋은 구실에 대해 0부터 10까지 점

데, 대부분‘경제위기’
가 아주 좋은 해고의 구실로

수를 매길 때 경기침체는 11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미국의 상시적인 해

였다. 루이스 씨는 직원이 나이가 들면, 그 직원이 20

고∙고용관행에 경기침체가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여 년 전 입사할 때 지녔던 기술들이 더 이상 필요가

는 댓글도 많았다.

없어진다는 것이 회사로서는 딜레마인데, 경기침체

�출처: 마켓플레이스, 2009년 4월 7일자, 'The Real

가 아주 좋은 구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

Reason You Got Laid Off’
http://market

측 변호를 담당하는 댄 오미라(Dan O’
Meara) 변호

place.publicradio.org/display/web/2009/04/

사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구차하게 경기침체

07/pm_best_excuse_ever/

를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

미국 :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 근로자(informal workers) 급격히 늘어

전 세계 근로자의 반 이상이, 특히 저개발국가의

저자인 요하네스 저팅 (Johannes Jutting) 씨는 지난 2

여성이 낮은 급여와 보호막 없는 비공식적 업무에

년 동안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공식 근로자를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

연금, 실업 건강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비공식

OECD가 발표하였다. OECD는 책임을 이들을 고용

근로자수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노동인구의 3분의

하는 사용자 대신 정부와 원조국들에 초점을 두면서,

2까지 늘어날 것이며,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그 수

원조국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

촉구하였다.

런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이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OECD에 따르면, 현재 12억 명이 정식 고용계약으

통해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로 일하고 있는 데 반해, 18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정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이 소규모의 사업을 원활

식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 시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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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촉구하였다. 이 연구의 세부 내용으로는, 인

�출처: AP 통신, 2009 년 4월 8일,‘Study: Informal

도의 경우 비공식 근로자에 속하는 숫자가 3억 7,000

employment at record levels’샌프란시스코

만 명, 아프리카의 경우 대략 근로자의 75%, 라틴아

크로니클, 2009년 4월 8일,‘Study: Informal

메리카의 경우 50% 이상이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employment at record levels’
http://www.

누릴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이 보고서의 수치

sfgate.com/cgi-bin/article.cgi?f=/n/a/ 2009/

에는 블랙마켓에서 일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04/08/financial/f035426D52.DTL

미국 : 경기침체로 10대들의 여름 파트타임 일자리 대폭 줄어
보스톤의 10대들 중에는 여름방학 동안 펜웨이

상이다.

파크(Fenway Park)에서 보스톤 레드삭스를 위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스톤 10대들에게 가장 선호

여름 파트타임 일자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았다.

되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이다. 보

하지만 이번 여름엔 경기침체로 인해 매우 소수의

스톤 시는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 시립동물원 등

학생들만이 그런 기회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노스

비영리기관 파트타임 일자리를 위해 410만 달러

이스턴 대학 노동시장연구센터의 조 맥레린 연구

(한화 약 51억 3700만 원)를 적립해 놓았는데, 이

원은 이에 대해“아주 침울한 여름 노동시장이 될

일자리들은 10대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비교적 괜

것 같다”
라고 예측했다.

찮은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

이렇게 여름방학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기 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스톤 프라이비트 인더스트

들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의 정리해고 때

리 카운실(Boston Private Industry Council)은 10

문이다. 대량의 정리해고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 일

대들에게 면접 보는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자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10대들이 주로 해오던

�출처: 보스톤헤럴드닷컴, 2009년 5월 18일,

파트타임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룩

‘Teen job scene‘dismal’’http://www.

스베리에 거주하는 18세의 에미라 앱델라는“경기

bostonherald.com/business/general/view/20

침체 때문에 면접을 보기도 힘들다”
면서“지난 몇

09_05_18_Andre_Farquharson_teen_story

주 동안 존 행콕 공항 파트타임 일자리 한 곳에만
면접을 볼 수 있었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보스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업률 10%
에 육박하는 미국 전역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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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자동차산업 위기 속에서 현저히 힘 잃어가는 미국자동차노조
혹자는 미국자동차노조(United Automobile

함을 과시했다. 물론 UAW의 존재감이 아주 없어

Workers: UAW)가 정부주도의 자동차산업 개편 과

진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완

정 속에서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며, 퇴직자들을 위

료되면 UAW의 의료보험 펀드는 크라이슬러 주식

한 의료보험 펀드를 운용하면서 여전히 그 존재를

의 55%와 GM의 38%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지

과시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영

만 UAW는 향후 크라이슬러에서 6년간 파업을 하

향력과 협상력 측면에서, 이번 경기침체와 자동차

지 않기로 서명하였으며, 작업장 분쟁은 파업 대신

업계 개편 과정은 UAW를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

합의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노사전

라고《월스트리트 저널》
은 예측했다.

문가들은 UAW가 GM에게도 무파업을 약속할 것

GM은 미국 내에서 16개 공장의 문을 닫고 2만

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GM과 크라이슬러에서 공

1,000 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대신 소형차의 해외

장폐쇄와 감원이 계속 될 것을 감안할 때 파업하지

생산(가령, 한국과 중국)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 몇

않기로 미리 합의한다는 것은 노조가 노조원들을

주간 UAW는 의회와 백악관에 압력을 넣어 GM이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된

계획을 바꿔서 전 세계 포트폴리오 중 미국 내 생

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원한대로 신규 일자리는

산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가이트

시간당 14달러(한화 약 1만 7,000원), 즉 현재 정규

너 재무장관은 행정부의 초점은 GM의 생존방안이

직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회사가 신규

지 회사 경영계획에 세세하게 간섭할 수는 없다고

직원을 뽑는 것을 허락했다. 노동조합이라는 측면

답했다. 이에 대해 UAW의 앨런 로이더는“회사가

에서 볼 때, 최근의 UAW의 모습은 노조의 향후 정

정부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일자

치력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임에는 분

리 창출이나 유지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말

명하다고《월스트리트 저널》
은 전했다.

이 안 된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 2009년 5월 21일,‘UAW

GM을 설득해 GM의 계획을 바꾸게 만들 것이라는

Fades as Union Shrinks in Size, Power’

희망을 가지고 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242866366

요즘의 이러한 현실은 UAW의 1960년대의 모습
과는 아주 다르다. 그 당시 UAW 위원장은 종종 케
네디 대통령이나 존슨 대통령과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1년 전만 해도 UAW는 54일 파
업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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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 : 경제연구소 2009년 경제전망 발표
지난 23일 독일 내 각종 경제연구소들은 공식적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Prognose

으로 2009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뮌
헨의 IFO 경제연구소, 킬 세계경제연구소, 할레 세
계경제연구소, 에쎈의 라인-베스트팔렌 연구소,
노조친화적 거시경제연구소 및 오스트리아와 스
위스의 각종 경제연구소들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200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
해 독일의 각종 경제지표 및 생계조건이 상당히 악

%
+1.0
0.0
-1.0
-2.0
-3.0
-4.0
-5.0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금년 독일

-0.5

2000 2002 2004 2006

08

-6.0

2010

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에 이르게 될 것
이며, 2010년에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전망치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국내총

EU-27

0.9

-4.3

-0.5

생산은 2013년에 들어서야 2008년 수준의 경제성

독일

1.3

-6.0

-0.5

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미국

1.1

-3.5

-0.1

불구하고 경제전문가들은 3차 경기활성화 패키지

일본

-0.7

-6.7

0.2

와 같은 추가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는 불필요

중국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7

5.0

6.5

2008

2009

2010

경제전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
년 말까지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자 약 110만 명의

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 내 불확실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

성의 증가로 인해 근로자수는 약 90만 명이 감소하

보험 의무가 있는 근로자수는 평균적으로 32만 명

고 실업자수는 470만 명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은

가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10.8%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수입 감

사회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료 수입이 상당부분 감

소분을 충당하고 경기활성화 패키지(Konjunktur

소하게 되어 사회보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

paket)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독일 연방,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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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전망치
Prognose

10.8

%

8.6

8

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약
900억 유로(한화 약 157조 6,700억 원) 상당의 신
규 정부 채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10년
에는 전체 국내 총 생산의 5.7%에 해당하는 1,300

6

억 유로(한화 약 227조 7,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

4

하여 새로운 정부 채무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

2

인다.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경제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독일 정부가 경기활성
화를 위해 실시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서

im Vergleich (international stendardsert)

전망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지

EU-27

7.0

9.2

10.1

만 현재의 경기변동 진행경과나 금융정책의 확장

독일

7.3

8.4

9.6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약 800억 유로(한화 약 140

미국

5.7

9.2

10.2

조 1,500억 원) 규모의 정부지출이 예상되는 3차

일본

4.0

4.8

5.3

경기활성화 패키지와 같은 추가적인 정부정책은

2008

2009

2010

2008

전망치
2009
2010

독일 주요 경제지표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불어
현재 경제정책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금융부
문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실질
GDP

1.3

-6.0

-0.5

현재 독일은 세계대공황 이래로 유럽 국가들 중

서독

1.3

-6.0

-0.5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전문가

동독

1.1

-5.0

-1.0

40.3

39.8

38.7

실업자(백만명)

3.3

3.7

4.7

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

실업률(%)

7.5

8.6

10.8

는 금융시장 부문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파생되지

소비자 물가

2.6

0.4

0.0

않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며, 금융시장에 대한

임금

2.1

2.8

-1.3

신뢰가 신속히 회복되어 경기변동 상황에 따른 각

가계수지(10억 유로)

-3.3

-8.9

-13.3

가계수지(GDP대비)

-0.1

-3.7

-5.5

수출(변화률)

2.7

-22.6

2.4

경상수지(10억 유로)

165

61

71

2008

2009

2010

노동인구(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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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은 내년부터 점차적으

종 위험요소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가정하
에서만 가능한 예측이며, 이러한 예측에는 어느 정
도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출처 :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세계노동소식

2009년 4월 23일,‘Früjahrsprognose:

�출처 : 2.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Ökonomen erwarten noch Jahre im

2009년 4월 22일,‘Konjunktur: Die

Jammertal’http://www.faz.net/s/Rub

Lage der Wirtschaft bleibt ernst’

58241E4DF1B149538ABC24D0E82A

http://www.faz.net/s/Rub58241E4DF1

6266/Doc~EB66E02B6E7D14863911

B149538ABC24D0E82A6266/Doc~E

438CD32AA5C1A~ATpl~Ecommon~

CEC89C6F8CD84E75B07F56BA7810

Scontent.html

F5AD~ATpl~Ecommon~Scontent.html

독일 : 2009년 4월 노동시장 결과 보고
연방노동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4월 실

국장은“이러한 조업단축 실시로 인해 대상 근로자

업자수는 전월 대비 약 1,000명이 감소하여 전체

들의 근로시간이 약 1/3 가량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

358만 5,000명 으 로 집 계 되 었 다 (서 독 지 역 :

는 45만 명 정규직 근로자들의 약 1/3의 조업손실에

+21,000(240만 명)/ 동독지역: -22,000(118만5,000

해당되는 규모”
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는“조업

명)). 이는 지난 해 4월과 비교하였을 때, 실업자수가

단축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대부분이 실업자

17만 명 가량 증가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로 전락했을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8.1%에서 8.6%로 증가하였다. 연방노동국의

한편 심화되는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

프랑크-유르겐 바이제(Frank-Jürgen Weise) 국장은

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일부 산업분야들이 존재

“경제침체 상황이 점점 더 노동시장에 좋지 않은 영

한다. 4월 채용 예정이었던 49만5,000개 일자리의

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실업자수가 약

경우 주로 판매직근로자, 양로업무종사자, 사회복지

간이나마 감소한 것은 비정상적인 결과”
라고 설명하

사와 보육사, 전기기사, 사무전문인력과 음식숙박업

고 있다.

무 종사자들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다. 이와는

바이제 국장은 숄츠 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정책

반대로, 파견근로업과 자동차제조업 그리고 관련 하

과 관련해서“광범위한 조업단축이 실시되지 않았더

청업체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축소가 이

라면 실업자수는 아마도 더욱 증가했을 것”
이라며

루어져 왔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연방노동국의 산정자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는 여성 근로자들보다 남성

료에 따르면, 최근 약 130만 명에서 150만 명 가량의

근로자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조업단축이 실시되고 있다. 바이제

나타났다. 연방노동국 이사회의 하인리히 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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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rich Alt) 씨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남성 실업률

상당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은 5.4%로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였으며, 반

러한 적자분은 정부적립금을 통해 보전될 예정이다.

대로 여성 실업률은 2.8%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

�출처 :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하였다. 또한 내년 노동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바이

2009년 4월 30일,‘Arbeitsmarkt:

제 국장은“특히 내년의 경우 경기침체가 노동시장

Frühjahrsbelebung

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며,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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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수는 2005년도의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게 될

1E4A389A8DC6C23161FE44/Doc~E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그는 2010년

5B7721ABF7DD4BCDB2F15A44D641

과 2011년 실업자수가 500만 명에 도달하게 될 수

B0A6~ATpl~Ecommon~Scontent.html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시키지 않고 있다.

bleibt

aus’

�출처 : 2. 연방 노동국 언론보고, 2009년 4월 30

바이제 국장은 또한“실업자수 증가 및 일자리 위

일,‘Die Entwicklung des Arbeits-

기 증가로 인해 내년부터 연방노동국의 비용부담이

und Ausbildungsstellenmarktes im

상당히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실업보

April 2009’
http://www.arbeitsagentur.

험료 수입의 감소와 더불어 실업보험급여 및 조업단

de/nn_ 27030/zentraler-Content/

축급여 지급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 수입만

Presseme ldungen/2009/Presse-09-

으로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

034.html

라 2010년에는 약 110억 유로(한화 약 18조 8,000억)

독일 : 독일 내각, 조업단축급여 수혜기간 추가연장 의결
지난 20일 독일 내각은 각료회의를 통해 조업단

일자리 안정화를 위하여 이미 조업단축급여의 수

축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을

혜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업단축급여의 수혜기

번에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급여의 수혜기간을 추

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된다.

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서 조업단축을 실시하

이러한 조업단축급여 관련 개정사항은 의회의 표

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

결을 거쳐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다. 따라서 앞으로 조업단축급여 수혜기간은 현재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되어 지급되며, 이러

독일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해고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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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업단축급여 연장조치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세계노동소식

조업단축 실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이 추

라 오히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

독일 정부와 연방노동국의 조사에 따르면 2009

은 조업단축을 실시한 지 7개월째부터 사회보험료

년 실업자 수는 지금까지 예상되었던 350 만 명을

지출비용의 전액을 연방노동국으로부터 보조받게

초과하여 3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된다. 지금까지 연방노동국에서는 조업단축을 실

이번 조업단축급여 수혜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

시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출비용의

부담만을 살펴보았을 때, 연방노동국은 금년에만

절반을 보조해 왔으며, 사용자가 조업단축 기간 동

약 34억 유로(한화 약 6조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

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

상하고 있다.

우에는 사회보험료의 전액을 보조하여 왔다.

더불어 금년과 내년에 실업보험료 인상은 없을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연방노동부 장관은“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과

업단축은 소위 일자리 안정을 위한 보호장치이며,

2010년에 실업보험료는 2.8%에 머물 것이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조업단축 실시가 기업들에

2011년에는 3%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게 보다 더 매력적인 위기극복 수단이 될 수 있을

숄츠 장관은“경제위기 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그는“이러한 정책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통해 정부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일

2010년에 연방노동국의 재정적립금과 재정수입이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지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 보조금 지

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

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기업안정화 플랜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내

이와 더불어 숄츠 장관은“조업단축급여의 수혜

다보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주문량의 감소로 인

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계획은 현재 갖

해 많은 기업들이 위기 대처 수단으로 조업단축을

고 있지 않다”
고 하였으며, 이번 24개월 연장조치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업단축 실시의 대상

또한 2009년과 2010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 되는 근로자들은 20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수단으로만 그 역할을 한정시키고 있다. 또한 독일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들의 1/3

내각은 조업단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

을 대상으로 조업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

담해소를 위한 추가 장치로서, 조업단축급여 수혜

다. 숄츠 장관은“조업단축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기간 내에 사용자가 조업단축을 3개월이나 혹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이라고 확

몇 개월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차후에 조업단축 재

신하면서, 이러한 조업단축 실시로 인해 증가되는

실시를 위해 새롭게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연방노동국의 비용부담은 실업률 감소로 인한 실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에 대해

업보험급여 지급의 감소로 인해 상쇄될 뿐만 아니

서 숄츠 장관은 독일노동조합연맹의 미하엘 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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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Sommer) 위원장과 사용자대표인 디터

362560FD6B9~ATpl~Ecommon~Sco

훈트 (Dieter Hundt) 회장과 논의를 끝마쳤다.

ntent.html

�출처 :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출처 : 2.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2009년 5월

2009년 5월 20일,‘Arbeitsmarkt:

20일,‘Kurzarbeitergeld verlängert’

Kabinett beschließt Verlängerung von

http://www.bundesregierung.de/nn_654

Kurzarbeit’http://www.faz.net/s/Rub58

70/Content/DE/Artikel/2009/04/2009-

241E4DF1B149538ABC24D0E82A62

04-30-Kurzarbeitergeld-verbessert.

66/Doc~EF25DFB69B69548299DE3F

html

독일 : 건설업에 대한 단체협약, 조정절차에 의해 타결
경건설업에 대한 단체협약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정위원으로 하는 조정절차가 5월 22일에 개시되었

타결되었다. 건설∙노동∙환경노동조합(IG Bauen

다. 노동조합은 6%의 임금인상 및 구동독 지역 내

-Argar-Umwelt)과 사용자의 보도에 따르면, 건

임금을 서독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 70만 명의 근로자는

요구하였다. 클라우스 비제휘겔(Klaus Wiesehügel)

4.6%의 임금인상을 받게 된다. 이번에 타결된 단

노동조합 위원장은,“이번 조정안은 경제적으로 어

체협약은 총 24개월간 적용되며, 임금인상은 2단

려운 시기에 수용할 만한 합의”
라고 평가하였다.

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6월 1일에 2.3%의 임금인

또한 사용자의 교섭대표자인 프랑크 두프레(Frank

상이 이루어지고, 2010년 4월 1일에 또 한번 2.3%

Dupre)도“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건설업 내 사업

가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최저임

에 대한 부담은 지난 번 단체협약에 비해 가벼운

금이 인상되었다. 현행 9유로(한화 약 1만 5,000원)

편”
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조정안은 경제

였던 구동독 내 최저임금이 9.75유로(한화 약 1만

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의견도출이며 전체

7,000원)로, 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10.70유로(한화

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정

약 1만 8,000원)였던 최저임금이 13유로(한화 약 2

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의 동의를 얻어 의결된

만 2,000원)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단체 내의 의결 없이도 즉시

이번 교섭의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다.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건설업에서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 볼프강

�출처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9

클레멘트(Wolfgang Clement) 전 경제부 장관을 조

년 5월 23일 자 , ‘ Bau-Tarifstr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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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gelegt’http://www.faz.net/s/Rub

5990D4CFD78~ATpl~Ecommon~Scont

0E9EEF84AC1E4A389A8DC6C23161F

ent.html

E44/Doc~E0C43DE3ABBE14655BE63E

스웨덴 : 스웨덴기업 볼보 추가 감원 예고
스웨덴 볼보그룹은 경비절감을 위해 스웨덴 국

근무하는 약 56명의 공장근무자와 52명의 사무직

내 근무자 중 1,543명에 대해 추가로 감원을 예고

근로자, 그리고 볼보 기차모터 제작회사의 경우 훼

하였다. 이번 감원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브데와 쉐핑 공장에 근무하는 600명과 55명의 사

파견근로자도 해당된다. 볼보그룹 내 볼보 화물차,

무직 근로자가 감원예고 대상이 되었다.

볼보 건설장비 제작회사, 볼보 펜타 및 볼보 기차

볼보그룹의 인사담당자는 현재 노동조합과 근무

모터 제작회사 공장 근무자가 이번 감원 결정의 대

시간 단축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

상이 된다.

장별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실제 감원을 이

볼보 화물차의 경우 예테보리와 우메오 지역 공

런 방식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에 근무하는 655명과, 볼보 건설장비 제작회사

�출처 : Dagens industri, 2009년 04월 22일,‘Nya

의 경우 에스킬스투나, 할스베리 및 보로스 지역

varsel pa Volvo’http://di.se/Nyheter/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125명의 직원이 감원 대상

?page=/Avdelningar/Artikel.aspx%3FO

이 되었다. 추가로 100명의 파견근로자도 감원 예

%3DRSS%26ArticleId%3D2009%255C0

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4%255C22%255C334159

또한 볼보 펜타의 경우 예테보리와 바라 지역에

영국 : 최저임금제, 시행 후 최초로 동결 움직임
IMF의 구제금융설이 나돌 정도로 이번 경제 공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가 제도 도

황의 매서움을 혹독히 겪고 있는 영국이 불황 탈출

입 이래 최초로 동결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목

의 방법으로 법정최저임금 동결 카드까지 들고 나

적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 주무기관인

최저임금제는 1999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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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고수해 오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구매력 신장을 통해 4억 파운드(한화 약 7,700억

중 하나이다. 3.60파운드(한화 약 7,000원)로 시작

원)의 추가적인 소비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경제

해 현재는 5.73파운드(한화 약 1만 1,000원)로 10

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년간 약 60% 가까이 증가하여 평균 임금증가율을

영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을 구제

크게 앞질렀다. 따라서, 노조와 저소득층에게는 환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이 될 것

영을 받았지만, 기업들에게는 항상 불만의 대상이

이라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결

되어 왔다.

국 불황 탈출의 열쇠는 기업들이 쥐고 있기 때문

하지만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노조들의 반발이

에, 정부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들을

거세다. 최저임금제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망으로서 도입되었는데, 식료품 및 에너지 비용이

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노동당의 간판 정책이 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최저임금 동결은 사회

온 데다 그 의미와 역할 때문에 노동당 의원들에게

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

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있다. 영국노총(TUC)의 브렌든 바버 의장은

동결에 나선다고 해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

정부가 무분별한 투자 및 사업 운영으로 작금의 경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위기를 촉발한 은행 임직원들이 처벌은커녕 보

�참고 : 데일리메일, 2009년 4월 14일,‘Brown

너스까지 챙기는 현실은 좌시하는 반면, 이미 경제

May Freeze the Minimum Wage to‘Help

위기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는 최저임금마저 동

Firms Save Jobs’
’http://www.dailymail.

결해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영국노

co.uk/news/article-1169800/Brown-

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0.2파운드(한화 약 380

freeze-minimum-wage-help-firms-

원) 상승은 전체 평균 임금을 고작 0.06% 상승시

save-jobs.html

켜 사용자들의 부담은 미미한 데 반해, 근로자들의

영국 : 법정 해고수당 주당 380파운드로 인상 예정
영국 알리스터 달링(Alistair Darling) 재무장관은
4월 22일 발표한‘2009년 예산(2009 Budget)’
에

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실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 법정 해고수당을 현재 주당 350파운드(한화 약

에버쉐즈(Eversheds) 법률 사무소의 고용담당관

68만 3,000원)에서 380파운드(한화 약 74만 1,000

인 마틴 워렌(Martin Warren)은 최근 경기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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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사람들이 증가했고 이들에 대한 대응책

위하여 17억 파운드(한화 약 3조 3,000억 원) 가량

은 필요하지만,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

의 예산이 공공고용알선센터(Jobcentre Plus)에 배

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용자

정되었다. 특히,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

들이 더 많은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장기

들을 내놓았다. 1년 이상 실업 중인 25세 이하 청

적으로 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년에게는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국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감원으로 해고가 발생

또한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사회서비스와 같이 일

할 때 근무연수와 나이 등 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하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리가 비어 있는 분야에 만들어질 것이다.
4월 22일 현재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는 210만

법정 해고수당은 근로자의 보통 주급수당에 근

명에 이르렀다. 이는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최

거하여 계산된다.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은 상한선
이 정해져 있으며, 급여는 매년 정해진 규칙에 따

악의 수치이다.
* 더 자세한 해고수당에 관한 내용 참고 : http://

라서 인상된다. 새로 도입될 해고수당인 주당 380

www.citizensinformation.ie/categories/employme

파운드(한화 약 74만 1,000원)는 여전히 평균 주급

nt/unemployment-and-redundancy/

수당인 505파운드(한화 약 98만 5,000원) 보다 낮

redundancy/redundancy-payments

은 수준이다. 마틴 워렌은 해고수당의 인상은 더

�출처 : 퍼스넬투데이, 2009년 4월 22일자,

적게 벌고 재직연수가 짧은 젊은 근로자들이 해고

‘Budget 2009: statutory redundancy pay

수당도 적어 해고 대상에서 선별될 가능성이 높을

to increase to £380 a week’http://www.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역효과를 나타

personneltoday.com/articles/2009/04/22/

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지속성에도 부정

50339/budget-2009-statutory-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redundancy-pay-to-increase-to-

이번 예산안에서는 증가하는 실업에 대응하기

380-a.html

영국 :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산재사고 더 많아
경소규모 건설업체의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사고

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

현장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

설노조인 유캇(Ucatt)이 영국보건안전청(Health

러났다. 유캇은 규제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and Safety Executive)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건설

보장하지 못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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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나왔다. 영국 스털링 대학교의 로리 오닐

유캇의 알란 리치 의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직원

교수는 직업병과 작업장 사고로 발생한 비용 중 기

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 규정

업들의 부담은 2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했

위반에 대해 조사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다. 또한, 영국 상공회의소가 2009년 자체 보고서

리치 의장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감

에서 보건안전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이라고 지목

독할 담당자를 두어 심각한 규정 위반 시 징역형에

한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참고 : BBC, 2009년 4월 28일,‘Builder deaths
‘at small firms’
’http://news.bbc.co.uk/

장했다.

1/hi/business/8021938.stm

한편, 학계에서는 작업장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작업장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영국 : 경기침체로 정부의 아동빈곤 감소 목표 중단
5월 7일 발표된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에 따르

노동연금부에 의해서 발간된 통계에 따르면

면, 아동빈곤을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가 교착상태

2004~2005년까지 약 70만 명의 아동빈곤이 감소

에 놓이면서‘빈곤선에 미치지 못한 상태(below

하였지만, 이후 작년까지 다시 20만 명이 증가하였

the breadline)’
로 살아가는 아동의 수가 작년 290

다. 노동연금부는 2007~2008년도에 빈곤아동 수

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반면 빈곤선 이하의 성인의

빈곤감소 목표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정부 고위관료들은

수는 20만 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정부 아동부 책임자인 베벌리 휴즈(Beverley

수를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

Hughes)는 현재 경제상황 속에서 2010년 목표를

표를 달성하는 것이 노동당 정부에게 매우 어려울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제상황이 아동빈곤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

지난 1999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한 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0년까지 목표를

대 내로 아동빈곤을 없앨 것이라고 공약하였고, 중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다

간 단계 목표로 2010년까지 340만 명의 아동빈곤

고 하였다. 베벌리 휴즈 씨는 비록 2007~2008년도

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에 빈곤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더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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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싱크탱크인‘Policy for Child Poverty Action

야당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씨는 2010년

Group’
의 폴 도난(Paul Dornan) 박사는 이러한 정

까지 아동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고든 브라

부의 실패는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아무

운 총리의 공약은 지켜질 수 없는 수많은 거짓말

것도 하지 않고 아동빈곤을 해소할 수는 없는데, 우

중에 하나라고 공격하였다. 또한 아동빈곤이 다시

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빈곤 아동을 위해 아무것도

증가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할 수 없다. 실직자들에게 긴급지원을 하는 것은 옳

비영리기관인‘Save the Children’
의 책임자인 콜

은 일이지만, 더욱 공평한 영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

레트 마셜(Colette Marshall)은 정부가 아동빈곤 감

은 너무 적다”
고 주장했다.

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어겼고, 많은 아동들

�출처 : 가디언지, 2009년 5월 7일, ‘Child

이 여전히 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

poverty reduction halted by recession’

들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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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또한 그는 2001년에 고든 브라운 총리가

/may/07/economy-child-poverty-

아동빈곤은‘영국의 영혼의 상처’
라고 밝혔는데,

target 관 련 웹 사 이 트 : http://www.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dwp.gov.uk/childpoverty/ (노동연금부의

라고 말했다.

아동빈곤 자료)

영국 : 정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금 마련
영국 정부는 젊은 층을 위한 미래 일자리 기금

요리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직접 주방에서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 9,000억 원)를 조성하였

교육하고 그 수익은 전액 모( )자선기관인‘평생

다. 이에 고든 브라운 총리는 사회적 기업가들과

교육(Training for Life)’
으로 돌아간다.

젊은 수련생(실습생)들과 함께 지난 5월 13일 오찬

헤젤 블리어스(Hazel Blears) 지역사회 담당 장관

을 가지며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

(Communities secretary)과 노동연금부의 제임스

이며, 사회적 기업들이 입찰을 통해 기금을 얻도록

퍼넬(James Purnell) 장관은 화요일 혹스톤 레스토

장려하고, 이로 인해 최소 1만 5,000여 개의 일자

랑으로 예비요리사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퍼

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넬 장관은 우리는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실업으로

특히 이 오찬은 혹스톤(Hoxton) 레스토랑의 예

치닫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세대의

비 요리사들이 제공했다. 이 레스토랑은 실업자 중

새로운 기업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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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최소 1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출처 : 영국 총리실 홈페이지, 2009년 5월 13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나은 영국을 만들어가는 회

‘Government launches fund to create

사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

jobs’http://www.number10.gov.uk/

써,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와 분명한 차이를 만들

Page19288

어갈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88_

2009년 6월호 <<

세계노동소식

아시아

인도 : 도시 빈민층을 위한 고용보장제도 마련 예정
인도 정부는 농촌 빈민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자는“비록 예산이 빠듯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계획

가구당 최소 100일의 고용일을 보장하는 농촌지역

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총리가 도시 빈민층을 염두

고용보장제도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시 빈민을

에 두고 있고, 새로운 고용 계획에 대한 의사를 비

위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획위원회의 일

췄다”
고 언급했다.

부 위원들은 농촌지역 고용보장제도에 이어 도시

새로 도입될 도시 빈민층 고용 계획의 첫 단계에

지역 빈곤층을 위한 고용보장 프로그램을 만모한

200억 루피(한화 약 5,3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싱 총리에게 제안해 왔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어려

보인다. 이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현

움을 겪고 있는 도시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의 생계

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 일부가 폐지될 것으로

보장 차원에서 고용보장제도가 시급함을 호소했

보이나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농촌지역 고용

다. 국가기획위원회 하미드(Sayeeda Hamid) 위원

보장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은“도시 근로자의 80% 이상이 비공식부문에 종사

�출처 : 1. 힌두스탄 타임즈, 2009년 5월 21일자,

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상황

‘New govt gets first task: Job scheme for

에 처하게 되었다”
고 지적했으며, 비공식부문 근로

urban poor’http://www.hindustant

자의 복지 관련 기구 측에서도 통일진보연합(UPA)

imes.com/StoryPage/Print.aspx?Id=366d

에 도시지역 고용보장제도 마련을 촉구해 왔다.

976d-dbfb-40fb-9bc0-05fd1f6b0afa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의 공약으로 국민의회당은

�출처 : 2. 인디안 익스프레스, 2009년 5월 19일자,

도시 빈민층을 위한 새로운 고용 제도를 약속했었

‘Job scheme for urban poor coming’

다. 총선에서 국민의회당이 주축이 된 통일진보연

http://www.indianexpress.com/news/job

합(UPA)이 승리하여, 2기 내각이 구성되었다. 현재

-scheme-for-urban-poor-

만모한 싱 정부의 2기 내각에서는 우선적으로 시급

coming/462147/0

한 사안과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도시 빈민층을 위한 고용제도가
곧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만모한 싱 총
리가 참석한 국가기획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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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월
일본
육아휴직법
차기 집행위원회
개정으로고용사회정책
단시간근무제와
담당
잔업면제제도
집행위원, 체코
도입출신
의무화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4월 15일 육아휴직법 개정안

동법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 후생노동대

을 공표하고, 현재 회기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신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

법률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기업은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일본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에 계속 근무할

대상으로 단시간근무(소정근로시간단축)와 잔업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여성들이 결혼과

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정비해야 한다.

출산을 꺼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자녀 수에 제한을

둘째,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두며 심지어 출산 후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이 있

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종래는 기업의 노사가 배우

다는 것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으로서

자가 전업주부인 근로자(일반적으로 남성)에 대해

지적되어 왔다. 이번의 법률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서는 육아휴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맺어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률안은 그러한
규정을 무효화하였다.
셋째, 자녀의 부친과 모친이 각각 육아휴직을 하
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양자 합하여 1년 2개월까
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1년까지만 가능하다.
넷째, 벌칙강화이다. 후생노동성이 동법에 근거
하여 기업에게 보고를 명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않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출산율 증가, 일∙가족 양
립,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어느 정
도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09년 4월 15일,
‘

,

を う

は
の

の

に する
を

する

び
’

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20만엔 이하(한화 약

http://www.mhlw.go.jp/houdou/2009/04/

271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h0415-3.html

일본 :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2의 안전망(세이프티넷) 구축

27일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보정예산안 중에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의 안전망이란 고용보험

서 고용대책에 포함된 제2의 안전망(세이프티넷)

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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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직과 동시에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기금

는 생활보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과는 별도로 최장 6개월간 월세(지역별로 상한액

정부는 7,000억 엔(한화 약 9조 원)의「긴급인재육

에 차이를 둠)를 보조하는 주택수당 등도 설치

성∙취직지원기금」
을 설치하여 고용보험에서 누

한다.

락된 근로자의 취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대책은 2008년도 1,2차 보정예산에서도 확

정부가 제2의 안전망 구축에 착수하기 시작한

대되었는데, 훈련중의 생활지원을 시작한 2008년

배경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보험

4월에는 월 46,200엔(한화 약 59만 원)의 생활비를

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대부하는 것뿐이었지만 11월에는 상한을 10만 엔

을 들 수 있다. 지난 3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으

(한화 약 128만 원)으로 끌어올려 훈련 종료 후 반

로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은 이제까지의 1년 이상

년 이내에 취직하면 반환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올

고용 예정에서 6개월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1월 1부터는 상한 금액을 12만 엔(한화 약 154만

수 있는 데에 필요한 가입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

원)으로 늘렸으며 대상을 파견근로자(과거 1년 이

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되어, 파견근로자도 가입하

내에 이직)에게까지 확대하였다.

기 쉬운 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보급은 미진한 상태로, 지

불구하고 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고용보험의 가입

원대상을 확대한 작년 11월부터 올 4월 24일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신청건수는 불과 104건에 머물렀으며, 대부가 결

자 1,0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에 지나지 않을 것

정된 것은 65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의

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급이 미진한 이유로는 이 제도가 아직 대부금의

기금에 의한 지원은 직업훈련 확충과 훈련 중 생

형태를 띄고 있어 기간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활지원으로 구분된다. 즉 현재의 직업훈련은 기초

반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수강이 어렵기 때

생활보호보다 급부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점을

문에 새롭게 초급 편에 해당하는 훈련메뉴를 도입

들 수 있다. 즉 생활보호제도의 대상자가 될 경우

하여 서서히 기술을 습득해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

대부금이 아닌 급부금으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

한다. 훈련 중 생활비는 현재 최대 월 12만 엔(한화

을 수 있고, 주택 및 의료 등의 다른 관련 급부도 이

약 154만 원)의 대부제도밖에 실시되고 있지 않지

용할 수 있어 대부금 제도의 이용보다는 생활보호

만, 향후 월 10만 엔(한화 약 128만 원)에서 12만

제도의 이용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엔(한화 약 154만 원) 정도의 급부제도를 신설하

�출처 :

, 2009년 4월 27일 조간 10페이

고, 여기에 월 최대 8만 엔(한화 약 102만 원)의 대

지,‘ くナビ：

부제도를 추가하여 월 최대 20만 엔(한화 약 257만

２の

」が

>>

で「
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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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고용사정 급격 악화 (고용조정조성금 신청 실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2009년 5월 1일 발표한

2007년도

「고용조정조성금 등에 관련된 휴업실시 등 실시계
획수리 상황 및 지급결정상황과 대량고용변동서

사업장수

2008년도

대상자
근로자수

사업장수

대상자
근로자수

4월

46

609

63

1,343

제출상황」에 따르면 일본의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5월

40

666

79

2,601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월

39

611

92

1,774

일본의 고용조정조성금(우리나라의 고용유지지

7월

45

984

96

2,429

원금과 유사) 제도는 기업이 경기변동,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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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 휴업수당, 임금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12월

63

1,432

1,783

138,549

실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금의 경우

다음해 1월

65

1,289

12,640

879,614

2/3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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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활동을 축소하지 않
을 수 없어, 휴업이나 교육훈련, 또는 출향을 실시

고용조정조성금 신청 접수상황을 보면 2007년
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 비해 2008년도
(2008년 4월~2009년 3월)의 신청 사업장수나 대
상근로자수가 각각 148배와 409배 증가하였다(아
래 표 참조). 특히, 2008년 12월 이후 증가가 두드

주) 2008년 12월부터 중소기업 긴급고용안정조성금의 휴업 등 실시계
획서 접수건수도 포함. 중소기업 긴급고용안정조성금은 12월 1일
창설된 제도로서 임금의 4/5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제도의 지
원금을 확대한 것이다.

러져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의 기업
경영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였다.
이 같은 고용사정의 악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한, 기업이 1개월 이내에 30인 이상의 고용을

우려되고 있다.

삭감할 경우 공공직업안정소(한국의 고용지원센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09년 5월 1일

터)에‘대량고용변동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2008

http://www.mhlw.go.jp/houdou/2009/05/

년 12월부터 전년에 비해 급증하였다. 즉 변동서를

h0501-2.html

신청한 사업장수는 2008년 12월 602개소, 2009년
1월 646개소, 2월 772개소, 그리고 3월 972개소로
전년에 비해 각각 5.1배, 8.2배, 4.1배, 4배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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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7개 부문이 함께‘3년 100만 전문대이상 졸업자 견습계획’가동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는 4월 16

도하고, 관리가 규범적이고 경영상황이 안정적인

일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

비공유제 기업을 견습단위로 지정할 것이다. 전국

리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중화

공상련은 신용도가 높고 취업 및 사회보장제도가

전국공상업연합회(공상련), 공산당청년당 등 7개

있는 민영기업을 견습단위로 지정할 것이다. 공청

부문이 공동으로「3년 100만 전문대이상 졸업자견

단은‘청년취업창업견습기지’건설사업을 계속 진

)」
을제

행하여 청년들의 견습활동을 격려하고 고졸자(일

정하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 100만 명의 미취

반고교 및 기술학교 졸업자 포함)도 이 계획에 포

업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견습에 참여하도록 할 것

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습계획(

이라고 공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전

7개 부문은 각 지역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취업

문대졸 이상 미취업자를 2009년 30만 명, 2010년

상황과 견습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견습단위를 넓

35만 명, 2011년 35만 명씩 견습에 참여토록 하고,

힐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견습단위는

견습생을 받아들일 사용자(이하 견습단위) 범위를

비교적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관리가 규범화

넓히고 규범화하며 견습제도를 완성하여, 견습에

되어 있으며, 일정량의 견습 일자리를 제공할 수

참여한 자(이하 참견자)의 종합적인 소질과 취업능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규모가 비교적 크고 일정한

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경험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우선적으로 견습단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로 지정될 것이며 해당 지역의 중점발전산업을

인사부는 견습사업을 전체적으로 지도∙조정하

우선 견습단위로 삼는 동시에 다른 업종의 기업도

여,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자의 등록, 견습정보 교

최대한 참여하여 졸업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류, 견습단위의 일상적 관리 및 견습과정 감독과

시킬 수 있도록 한다. 견습단위가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학교

는 일정한 기술과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에 견습정책을 홍보하고, 견습이 취업지도의 주요

전공을 가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기술능력과 업

내용이 되도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 주관부문인 공

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견습단위는

상총국은 경영관리가 규범적이고 이익을 창출하

매년 제공할 수 있는 견습 일자리수와 직책, 요구

는 일련의 중소기업을 견습단위로 지정할 예정이

사항, 견습시간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

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대중기업을 견

다. 견습단위는 참견자에 기본적 생활보조를 제공

습단위로 지정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 근로

해야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인

자협회, 사영기업협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

사부는 관련부문과 정기적으로 국가지정 견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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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단위를 확정해야 하며, 통합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한다. 견습기간은 근로경력에 포함된다.

인사부의 한 책임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우

각 지방정부는 매체 및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을

선 입학 전 호구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에서 견습에

통해 견습단위 명단, 일자리 수, 기한, 요구사항 등

참여할 수 있고, 학교에 아직 남아 있는 올해 졸업

견습정보의 배포를 강화할 것이다. 견습 전에는 참

생들이 견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견자과 견습단위 모두에게 취업상황, 견습정책, 인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건이 좋은 도시

사부 정책 및 법규 등을 지도 및 홍보할 것이다. 공

는 타 지역 호구를 가진 졸업생 및 재학생의 견습

공취업서비스기구 등은 견습단위와 대졸자 쌍방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간의 선택을 돕고, 견습기간 참견자에게 무료로 인

각 지역은 대졸자들의 미취업 상황을 조사하여, 견

사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견습기간 종료 후

습계획을 제정하고, 견습 목표를 확정하여 사업을

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대졸자는 정부가 제공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부는 전문대졸 이상 미

하는 무료 취업정보와 각종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취업자의 등록과 견습 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조건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계획, 위험성 평가, 개

이 비교적 좋은 성과 도시들은 견습관련 홈페이지

업지도, 융자서비스, 지원 등 일련의 창업지원 서

를 열어 졸업자의 등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비스도 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 또한 강화될 방침이다. 견습단위와 참

2009년 4월 16일,‘

�출처:

견자는 견습협의서를 작성하고 견습기간, 직책, 대

“

”

우, 계획 및 견습단위와 참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

’http://www.labournews.com.cn/

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견습기간 동안 견습단위는

ldbzb/xwzx/rdxw/zonghejingji/60671.

전문인력을 따로 배치하여 참견자의 업무를 지도

shtml

하고 견습의 질량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참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견습기간
발생하는 문제들을 순조롭게 처리하도록 한다. 견
습기간 동안 견습단위와 지방정부가 참견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조를 제공한다. 견습기간이 종료
되면, 견습단위는 참견자에게 견습 증명을 제공하
여, 취업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견습
기간은 동일 기업에서 3~12개월이다. 견습기간 혹
은 견습이 종료된 후 해당 기업에 고용된 경우, 적
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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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중국 : 1/4분기, 전국 도시에 새로 증가한 취업인구 268만 명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인웨이민

- 재취업지원활동과 봄바람활동 효과적: 재취

) 부장은 4월 22일 국제노동기구 창립 90주

업지원 활동기간 동안 전국에서 35만 명이 취

년 기념좌담회에서 2009년 1/4분기 중국도시취업

업에 성공. 이 중 공익사업에 9만 2,000 명, 취

인구는 증가를 보여, 작년 4/4분기 취업인구 감소

업곤란계층에 해당하는 인원이 16만 2,000

추세는 멈췄으나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취업

명, 1만 8,000 미취업가정이 취업에 성공. 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성은 13만 7,000 명, 장애인은 약 1만 명이 일

(

인사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분

자리 획득. 봄바람활동 기간 동안에는 농촌지

기 전국 도시에서 새로 증가한 취업인구가 작년

원 활동에서 3,7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

4/4분기에 비해 52% 증가를 보였으나, 작년 월평

8,000 여 차례 직업박람회를 개최, 농촌 근로

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11%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자에게 560만여 차례 무료직업소개서비스를

23일 인사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부 사업의

제공하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해 377만 농촌근

1/4분기 실적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 취업 및 재취업: 3월까지 전국 누적집계에 따

- 창업형 도시일자리 만들기 활동 정식 실시: 전

르면, 도시에 새로 증가한 취업인구가 268만

국 도시에서 창업형 일자리 관련 좌담회 개최.

명으로 2009년 목표 900만 명의 29% 달성.

정책지원, 창업훈련, 관련 서비스 등 제공. 82

실업자들의 재취업은 120만 명으로 올해 목

개 도시에 우선 실시 후 전국에 전면적으로 진

표 500만 명의 24% 달성. 35만 명의 취업곤

행될 방침.

란계층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올 목표

- 직업조사와 감독감찰활동 실시: 신속한 조사

100만 명의 35%에 해당. 도시등록실업률 4.3

제도를 만들어 적시에 취업상황의 변화를 파

% 확보

악. 8개 조사팀이 16개 성의 취업사업진행상

- 전문대 이상 졸업자 취업안정화 추진: 국무원

황에 대한 전문조사를 진행. 11개 연구팀이 장

은 전국 일반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취업과 관

수, 저장, 광둥, 푸젠성 등 4대 노동력 수출성

련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과학기술부 등 5

과 안훼이, 광시, 허난, 후베이, 후난, 장시, 쓰

개 관련 부문과‘과학연구조직의 전문대 이상

촨 등 7개 주요 노동력 수출성에 농민공취업

졸업자 고용과 취업 안정화에 관한 의견(

상황에 관한 전문 조사를 진행.
인사부는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가 취업에 미치

)’
을 발표.

는 영향을 중점으로,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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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할 예정이다. 각 조치들의 실행을 살피고,

공업이 5.1%의 증가를 보였고, 주민소비지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정책의 목표와 효과를 높일 수

0.6%, 대외무역수출입총액은 24.9%, 1~2월 규모

있도록 하며, 특히 중점대상 취업군 관련 사업을

이상 공업이윤은 37.3%의 감소를 보였다.

통해, 전문대졸 이상자의 취업을 최우선시할 것이

�참고 1.

, 2009년 4월 23일,‘
268

다.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이들을 적극

’

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http://www.chinahrd.net/zhi_sk/jt_page.a

중소기업과 비공유기업의 취업도 격려한다. 전면

sp?articleID=158471

적인 취업 지도와 서비스를 전개하여, 이들이 농촌

�참고 2.

, 2009년 4월 23일,‘

에 내려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올해
’http://www.labournews.com.cn/

30만 개의 견습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민

ldbzb/ldbzgz/zhbd/60915.shtml

공, 취업곤란계층, 미취업가정 및 재해지역 근로자
의 취업사업도 함께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이 16일 국무원이 주최한 기자

�참고 3.

, 2009년 4월 17일, ‘
GDP

6.1% CPI

0.6%

회견에서 발표한 1/4분기 국민경제종합통계에 따

’http://www.labournews.

르면, 1/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은 6.1%, 도시주민

com.cn/ldbzb/xwzx/rdxw/zonghejingji/6

수입 11.2%, 농촌주민현금수입 8.6%, 규모 이상

069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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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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