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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경제위기와 저임금 고용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미 지역의 실업과 노동시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가운데 하나는 미국, 나
아가 영국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형 나라들은 실업률이 낮지만 소득분배는 불평등하고 저임
금 노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 나라들은 실업률은 높지만 소득분배는 비교적 평등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체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비해 그 차이는 크게 줄어들
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 2010/2011)나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의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10)에 따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 3분의 2 정도의 나라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저임금 고용의 비율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난다. 선진국들만 놓고 보면 독일과 덴마크, 호주에서 저임금 고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호에는 주요 선진국의 저임금 고용 실태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laveren과 Tijdens는 네덜란드 노사관계 및 임금결정방식의 조합주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부터 저임금 고용이 증가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위기에 대
응해서 노동시장과 단체교섭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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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Grimshaw에 의하면, 영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보다 높은 20%대 초반의 저임금 고용 비율
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번 위기 시에 저임금 고용의 비율은 늘지 않았으나, 모든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였고, 특히 최하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에서 저임금노동자가 위기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시에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저임금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 최저임금, 단체협약, 복지급
여, 교육훈련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Bosch와 Weinkopf 및 Kalina는 독일 통일 이후 단체협약 적용률, 노조조직률이 모두 감소하
였고,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의 영향을 받은 2009년에도 전년보다 저임금 고용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저임금 노
동의 확대에 대응해서 2007년에 도입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독일에서
도입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최저임금이 아니고, 산업별 최
저임금이다. 산업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단체교섭이 없거나 효력
이 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설정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우리의 최저임금위원회와 비슷한 기구
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도입된 산업은 9개에 불과
하고 영향력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Bernhardt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은 나라였던 미국에서 경제위기를 거
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위기 시에 중간수준의 일자리가 가장 크게 줄어들
었고, 이후의 회복기에도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노동법
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Bernhardt는 미국의 정치가 경제위
기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자
리 창출과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활성화되는 현실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시야를 우리의 내부로 돌려보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 어둡다. 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전
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율은 2008년에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이
미국으로 24.5%이다. 10년 전인 1998년에는 23.1%로 미국에 이어 둘째였지만, 10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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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 비율의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
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꾸준히 줄어들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
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조로 하는 시장만능주의 경제개혁이 저임금 노
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다른 한편 단체교섭이나 최저임금과 같이 저
임금 노동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저임금 고용이 크게 늘어난
2000년대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10%를 조금 넘는 데 불과한 낮은 조직률
과 기업별 교섭,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늘어
나는 현실이 이러한 제도들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관행과 노사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희망이 있다면 최근 복지
국가 관련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타는 것이나, 저
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도 더 이상 지
금의 노동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 곳곳에서 점점 더 신호들이 늘어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
망은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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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 저임금 고용

Special Feature

미국의 경제위기와 저임금 고용
Annette Bernhardt (전미노동법연구프로젝트 정책본부장, 러셀세이지재단 방문연구원)

미국의 경제위기가 2009년 6월 사실상 끝났다고는 하나 이후에도 미국경제는 기껏해야 미온
적 회복만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자리 증가는 미약하여 이전 2년간의 일자리 감소를 보충하거
나 실업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은 벌써 수차례 하향
조정되어 향후 남은 기간의 성장률 전망은 1%에 불과하다. 더블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
지어는 보수 경제신문과 잡지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경기침체시기 동안 미국에서는
8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현재까지는 19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을 뿐이다. 거기에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430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8월
현재 1,390만 명의 근로자가 여전히 실업상태이고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실업기간이 6개월이 넘
은 장기실업자이다. 또한 840만 명의 근로자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불완전고용상태이다.1)

1) 자세한 연구는 아래 보고서 참조.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Economy Faces Deficit of Over 11.0 Million Jobs,” http://
www.nelp.org/page/-/UI/2011/nelp.jobs.deficit.july.2011.pdf?nocdn=1; Economic Policy Institute,
“Job Growth Still Sputtering in Lowest Gear,” http://www.epi.org/publications/entry/7417/; and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Employment Rate Hits New Low as Economy Creates
117,000 Jobs in July,” http://www.cepr.net/index.php/data-bytes/jobs-bytes/employment-ratehits-new-low-as-economy-creates-117000-jobs-in-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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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닥친 엄청난 고용위기로 인해 여러 세대의 근로자들이 구직난에 처하게 되었다. 나이
가 든 제조업 및 건설업 근로자는 얼마 되지 않은 저축만을 가지고 조기 퇴직을 해야 하고, 일자
리 없이 2년을 보내고 나면 재취업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흑인노동자는 사상 유례
가 없는 규모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아직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률이 백
인근로자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청년근로자는 노동시장의 긴 줄 맨
끝에 서 있는 셈으로 구직자 5명 중 1명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근로자
의 경우 주와 지역 일자리가 끊임없이 감소되고 있으며 연방 구조기금이 주정부로 지급될 가능
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참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
을 것 같아 보이는 고용위기 앞에 비틀거리고 있을 때 만성적인 저임금 문제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임금과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노동시
장의 추세에 대해 수행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저조한 회복세를 보
이고 있는 미국 고용 증가는 특히 저임금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이 높은 직종의 경우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바닥에 집중된 성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간임금직에서 일자리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
러한 두 가지 추세가 합쳐져 이번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던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저임금직의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 평균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경제위기 이후 정체상태인데 반해 저임금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으며 하락폭도 상
당히 컸다. 동시에 이들 근로자는 만연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위반을 비롯한 여러 저임금
산업의 고용 및 노동법 위반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미국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경제현황도 암울하지만 정치적 여건은 그야
말로 나락이라는 사실이 새롭지도 않을 것이다. 이 글의 결론에서 일자리나 임금위기를 해결하
는 공공정책의 능력에 사실상 족쇄가 되고 있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극도의 정치적 기능장
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최근 부채한도증액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악
화되었을 수도 있다. 희망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희망은 미국 전역의 노조, 지역사회단체,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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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권리옹호단체 활동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는 민중에게 찾을 수 있다. 진정 미국의
미래는 생활임금(living wage) 어젠다를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

경제위기와 그 이후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전미고용법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필자는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
용추세를 저임금직, 중간임금직, 고임금직 등 3개 임금수준별로 나누어 들여다보았다.2) [그림

[그림 1] 경제위기 전후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고용변화
The recovery to date, 2010(Q1)~2011(Q1)

The Great Recession, 2008(Q1)~2010(Q1)

25%

4,000,000
3,000,000

20%

2,000,000
15%

1,000,000
0

10%
-1,000,000
-2,000,000

5%

-3,000,000
0%

-4,000,000
저임금직

중간임금직

고임금직

저임금직

중간임금직

고임금직

2) 저임금직의
7.51~13.52달러,
Growth시급
before중앙값은
the recession,
2001(Q1)~2008(Q1) 중간임금직의 시급 중앙값은 13.53~20.66달러, 고
4,000,000

임금직의 시급 중앙값은 20.67~53.32달러(2011 dollar 기준). 자세한 방법론은 다음 보고서 참

조. National
3,000,000

Employment Law Project, “The Good Jobs Deficit: A Closer Look at Recent Job

Loss and Job Growth Trends Using Occupational Data,” http://www.nelp.org/page/-/Final%20

2,000,000

occupations%20report%207-25-11.pdf?nocdn=1
1,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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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1995 1996 199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

1]에서는 2008년 1사분기부터 이 3개 분류별 고용 추이를 추적해 보았다. 2008년 1사분기에
는 3개 분류가 미국 고용에서 각각 1/3을 차지하였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2008년 1사분기(미국 고용은 2008년 1월 최고치 기록)부터 2010년
1사분기(2010년 2월 최저치 기록)까지의 고용변화를 보여준다. 오른쪽 그림은 2010년 1사분기
부터 2011년 1사분기(가장 최근 자료)까지의 고용변화를 보여준다.3)
결과는 놀랍다. 침체기 동안 고용감소는 노동시장 전체에서 발생하였으나 특히 중간임금직
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실 이 시기에 발생한 순고용감소 중 60%가 중간임금직에서 발생하였고
21%는 저임금 일자리, 19%는 고임금직에서 발생하였다. 반면 현재까지 저조한 회복만을 보이
는 가운데 고용증가는 저임금직에 집중되어 있고 중간임금직은 미미한 증가만이 있을 뿐이며
고임금직의 경우 순감소가 있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일자리 부족현상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고임금직(경제위기 이전 고용의 4% 미만) 및 저임금직(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
복)과 비교할 때 중간임금직(경제위기 이전 고용의 8% 미만)에서 일자리 부족현상이 가장 크다.
<표 1> 초기 고용 대비 비율로 본 미국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고용변화
고용 침체기
고용 회복기
전체 변화
(2008년1사분기~2010년1사분기) (2010년1사분기~2011년1사분기) (2008 년1사분기~2011 년1사분기)
저임금직

-3.4%

3.2%

-0.3%

중간임금직

-9.5%

1.2%

-8.4%

고임금직

-2.9%

-1.2%

-4.1%

전체

-5.3%

1.1%

-4.3%

자료: 인구조사데이터를 필자가 분석.

<표 2>에서는 현재까지 고용회복을 지배하고 있는 저임금직의 유형을 보여준다. 소매점원,
사무보조, 창고담당, 식당직원, 보육종사자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저임금직종이다.

3) 공식적으로 2009년 6월에 경기침체가 종료되었지만 미국 비농업고용은 2010년 2월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했다. 이 글에서 고용침체기는 고용이 줄어든 2008년 1월~2010년 2월까지의 기간을 의미
하며, 고용회복기는 그 이후 고용이 늘어난 시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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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에서 고용 회복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저임금 직종
고용 변화
(2010년 1사분기~2011년 2사분기)

시급 중앙값 (2011 달러 기준)

소매영업담당

281,523

10.72

사무보조

184,168

13.21

계산원

179,677

8.83

음식준비담당

148,436

8.84

창고담당 및 주문담당

142,197

10.82

조립공 철골업자

138,900

13.24

식당 종업원

102,301

7.51

보육노동자

92,353

9.60

조경노동자

87,615

10.87

요리사 주방장

78,784

12.82

자료: 인구조사데이터를 필자가 분석.

산업마다 성장률이 다르다는 점도 위 표를 뒷받침한다. 올 초 동료 연구원과 한 분석에서 소
매업, 식음료 서비스업, 임시파견업, 홈케어, 요양원(Nursing Home) 등 저임금 산업이 최근 미
국의 민간부문 일자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이 높은 산업의 경우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성장이 빠르지 않은 편이
다. 이는 부분적으로 경기침체의 특성 때문이다. 금융위기와 주택거품의 붕괴로 인해 건설, 금
융, 보험, 부동산에서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초래되었고 이렇게 임금이 높은 산업은 회
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변수도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과 시대에 뒤처
진 정보통신 산업(임금이 높은 산업)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영향력으로 임금이 높았던 주와 지역의 공공일자리 감소(민간부문
에서 일자리 증가가 있었던 지난해에 오히려 이들 부문의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4) “A Year of Unbalanced Growth: Industries, Wages, and the First 12 Months of Job Growth After
the Great Recession,” http://www.nelp.org/page/-/Justice/2011/UnbalancedGrowthFeb2011.
pdf?nocd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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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임금직 또는 고임금직의 고용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금은 고용회복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과연 지속될지, 어느 정도까지 지속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미국 경기침체기에 중간임금직이 지나치게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간임금직의 증가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
지는 저임금직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The recovery to date, 2010(Q1)~2011(Q1)

Great Recession, 2008(Q1)~2010(Q1)
근로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The
당면해
있다.
4,000,000
3,000,000
2,000,000

█

경제위기 이전1,000,000
고용증가의 양극화
0

경제위기 이전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1,000,000
[그림 2]는 경제위기 이전
고용증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2,000,000
이러한 분석의 논리는-3,000,000
전술한 내용과 유사하다. 필자는 2001년 1사분기부터 2008년 1사분기
까지 세 가지 직종군(2001년
1사분기 이들 세 가지 직종군은 미국 고용에서 각각 1/3을 차지)을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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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임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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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제위기 이전 임금수준별 근로자 고용변화
Growth before the recession, 2001(Q1)~2008(Q1)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저임금직

중간임금직

고임금직

>>

_9

추적하였다.5) 결과는 놀라웠다. 이 시기에 저임금직과 고임금직은 중간임금직보다 고용이 현격
하게 빠르게 증가하였다. 사실상 이 시기 중간임금직은 순고용증가의 6%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필자가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이유는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가 일자리창출
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침체 이전으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코앞의 목표에만 급
급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2]는 이러한 단기목표를 성공시킨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이 줄어드는 모래시계형 체제라는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
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경제위기 이후 근로자 임금의 변화

미국의 직종 구성에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직종의 임금에도 변화가 있었다. <표 3>은
3개 직종별로 각각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임금 중앙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추세는 다음과 같다. 2008년 미국의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웠기 때문
에 증가한 셈이지만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2008년 1사분기부터 2011년 1사분기까지 전체 기
간을 보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질임금의 감소가 고르게 나타나
지 않고 저임금 직종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2% 이상 하
<표 3> 경기침체 이후 미국 근로자의 실질임금 중앙값의 변화
실질임금 중앙값의 백분율 변화(2008 년1사분기~2011년1사분기)
저임금직

-2.3%

중간임금직

-0.9%

고임금직

0.9%

전체

-0.6%

자료: 인구조사데이터를 필자가 분석.

5) 미국의 고용은 2001년 2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1월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추세를 볼 수 있는 “peak to peak”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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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였으며, 고용회복기의 고용증가의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임금 직종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실질임금이 소폭 감소한 반
면 고임금 직종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소폭 증가하였다.

█

저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법과 노동법 위반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긴 하였으나 노동시장 저변에서 근로
조건을 새로이 형성하는 장기적인 추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는 탈노조, 임시직, 하도급, 그 밖에도 수많은 형태의 임시근
로의 증가, 직업 안정성 감소, 사용자가 제공하는 의료 및 연금 혜택 감소 등이 있다.6)
안타깝게도 이제는 고용법과 노동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추세에 포함
되었다. 2008년 필자는 다른 연구원,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 작업장에서의 노동
법 위반사례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 시카고, 로스
앤젤레스, 뉴욕의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4,387명의 일선근로자에 대한 대표적인 표본을 구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등록이주자, 현금 지급 근로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표
본을 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Broken Laws,

Unprotected Workers 에서는 미국의 3대 도시에서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을 위시하여 다양한
근로자가 겪고 있는 규제받지 않는 노동의 세계를 고발하였다.7)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에 있는 근로자의 1/4 이상(26%)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 넘는 근로자 중 76%가 법에서 보장하는 추가근무수당을 지

6) 저임금 노동의 현황에 관한 최근 연구는 다음 보고서 참조. Bernhardt, Annette, Heather Boushey,
Laura Dresser, and Chris Tilly (eds.) (2008), The Gloves-Off Economy : Workplace Standards at

the Bottom of America’s Labor Market , Cornell University Press.
7) B
 roken Laws, Unprotected Workers: Violations of Employment and Labor Laws in America’s

Cities , 2009, available at www.unprotectedwork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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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지 못하였다.

•근로시간 개시 전 또는 이후 일하는 근로자 중 70%가 “보상 없는 근무(off the clock)” 위반
을 겪고 있었다. 정규 교대시간 외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식사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는 근로자 중 69%가 식사시간이 전혀 없거나 사용자의 방해를
받았거나 식사시간 중에 근무를 하였다. 이는 모두 식사시간 제공 법을 위반한 것이다.
•표본에 있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57%)이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소득 및 공제 일람표
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41%는 임금의 불법 공제가 있었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30%가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용자에게 고충을 제기했거나 노조를 결성하려 했던 근로자 중 43%가 사용자로부터 해
고, 임금삭감 등과 같은 보복을 당했다.

전체로 볼 때 해당 연구를 통해 표본의 68%가 직전 주에 적어도 1건 이상의 임금관련 위반
사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자는 전체 연소득 17,616달러 중 해마다 평균 2,634달
러를 상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득의 15%에 달하는 임금갈취이다. 시 단위로 보면 3대
도시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약 110만 명의 근로자가 1주일에 적어도 1건 이상의 임
금 관련 위반사례를 겪고 있으며, 이는 주당 5,640백만 달러 이상의 임금상실에 해당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항은 작업장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지하경제나 일부 질 나
쁜 사용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 저임금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
되고 있다. 소매업, 식당, 식료품점; 홈케어나 보육과 같은 간병업무; 건설, 식품제조, 의류제조,
창고업, 트럭운전; 세차, 세탁, 미용, 네일 등 개인서비스; 건물관리, 경비와 같은 건물관리서비
스업에서 노동법 위반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2008년 1사분기에 실시되었다. 이후 노동법 위반사례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최신 근거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법률보호센터나 지역사회단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침체를 악용하여 더욱더 근로자를 쥐어짜는 사용자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저임금 일자
리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결정과 미국 노동시장의 노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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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어 전략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폭넓게 보면 그간 미국의 연구자들이 생활임금,
사용자가 제공하는 혜택, 고용 안정성, 승진 등과 같은 규범적 작업장 기준의 하락에 관심을 기
울였다면, 앞으로는 경제구조조정과 관련된 작업장관련 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미국 공공정책의 실패

미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면 상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
이다. 2008년 이후 미국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폐해를 끼쳤다. 먼
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실업급여 유지 승인을 위해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
고, 최근에는 부채한도 연장 문제도 있었다(정부가 경제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내핍정책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미국정부는 실행 가능한 일
자리 창출 정책 비슷한 것도 하나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와 임금 하락은 정치적 담론의 레이더 망에도 걸리지 않고 있
다. 상황이 아주 좋을 때에도 미국에서는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 감소라는 암울한 전망 앞에서 곧 설 곳을 잃고 만
다(저임금 산업의 수익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상황은 너무도 악
화되어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가 일종의 부양책으로 예고되고 있는 형편이다(일례로 맥도날드
가 지난 봄 전면적인 채용에 나섰다고 발표했을 때). 또한 경기침체를 기회로 삼아 노동계약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칭찬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일례로 버라이존(Verizon)이 주
가 대비 우수한 실적발표를 하면서도 노조에 대폭 양보를 요구).
몇몇 사분기의 경우 정책 목표는 노동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었
다. 올 초에는 위스콘신에서의 시위로 주단위에서 단체교섭권을 철폐하거나 철회하자는 움직
임이 고발되었었다.8)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에
8) McAlevey, Jane(2011), “Labor’s Last Stand,” The Nation , February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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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일하게 집행 중인 노동기준인 최저임금을 없애거나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있는데 이
는 대중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주단위에서는 주의 최저임금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철회하
고자 하는 노력(5개 주)을 기울기도 했으며, 최저임금에서 생활비 상승을 없애거나(4개 주), 최
저임금법 적용의 면제를 확대하거나 기준의 엄격함을 희석하고자 하는 노력(6개 주)을 경주하
기도 하였다. 또한 뻔뻔스럽게도 3개 주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아동노동 보호의 수위를 약화시
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진보론자나 근로가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이 경제 및 공공정책
의 그간의 틀을 무너뜨리는 물소떼의 무자비한 발길질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러한 참담한 정
치적 상황을 접어두고 논하면, 미국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
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반시설을
재건설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투자, 녹색 일자리 부문 육성, 공립유아학교(Universal Pre-K) 설
립, 교사, 홈케어 근로자 등 기타 중요한 서비스 근로자의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주에 보
다 많은 재정 보조금 제공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모두는 생활임금을 지불하는 양질의 일자
리를 창출하거나 보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21세기 경쟁경제를 위한 탄탄한 물적자본과 인적
자본의 기반도 마련되는 윈윈 해결책이다. 이러한 전략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사리에 맞는다
하여도(재계에서도 이 중 몇몇 안에 대해서는 호의를 표시하였다) 연방 차원의 정치는 아직 근
처에도 가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희망의 빛은 있으며 이러한 희망의 빛은 대중에서 시작된다. 위스콘신의 시위는 미국
각지에서 노동계와 진보 지역사회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생활임금의 문제를 모두 중요시할 것
을 요구하고 실업자를 위한 안정망 유지를 요구하는 조직 결성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이
민사회는 노동자의 권리 확립이라는 강력한 토대를 닦고 있으며 주단위와 시단위에서 임금갈
취(Wage Theft)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법률단체에서는 주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약화
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6개 주 이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강화시키
는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9)

9) 캠페인 웹사이트 참조. www.rebuildthedream.com, www.fightforafaireconomy.org, www.
raisetheminimumwa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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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제는 이것으로 미국 정치판을 쥐고 있는 광기의 거품을 터뜨리고 일자리와 임금을 미
국 국내 정책의 제1과제로 삼기에 충분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2차 경기침체를 피하
자는 당면 과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미국 건설이라는 장
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임금갈취 반대 캠페인은 다음 보고서 참조. Nik, Theodore, The Movement to End Wage Theft,
Boston: Discoun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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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 저임금 고용

ⓒ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독일의 저임금 고용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
Gerhard Bosch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일과숙련연구소 소장)
Claudia Weinkopf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일과숙련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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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경쟁 대비 독일 노사관계제도의 취약성

국제 비교에서 독일은 비교적 임금격차가 작은 편이며 저임금 노동의 비율도 높지 않은 국가
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 노동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미국의 비율
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 되었다(Solow, 2008).
주요 원인은 외부 경쟁 대비 독일 단체협약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전산업에 적용되는 법
정 최저임금이나 산업 내에서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계 요율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 통일 이전에는 이러한 점
이 단지 부차적인 문제였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독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서
독에서도 많은 기업이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자협회를 탈퇴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
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 노동의 증가는 노조조직률이 높은 기업에도 연쇄효과를 가
져왔다(Bosch/Weinkopf, 2008). 특히 동독에서 단체협약 적용률이 감소하였다. 독일경제에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고임금 업무를 저임금 노동을 사용하는 기업과 산업으로 아웃
소싱하는 기회와 유혹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산업별 단체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의 비율은 서독의 경우 1996년 70%에서 2010년 56%로, 동독의 경우 56%에서 37%로 감소하
였다(IAB, 2011a). 2010년 독일에서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서독이
7%, 동독이 13%이며, 산별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서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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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독 51%이다(IAB, 2011b).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독일의 단체임금모델과 함께 제법 규모가 큰 규제되지 않는 노동시장
이 형성되었다. 단체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던 많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구
속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에 아웃소싱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경영
참여제도를 통해 임금덤핑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작업장평의회(Works Council)가 없다. 소매
업 등과 같이 사용자와 노조 모두 조직률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 과거에는 단체임금협
약의 산업내 일반적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단체임금표준을 준용하도록 해왔다. 그
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사용자협회는 일반적 적용과 전국 단체교섭위원회(Tarifausschuss)의 단체
임금협약 구속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개입을 통해 이러한 추세는 강화되어 왔다. 또한 유럽 경쟁규정의 변화로 인해 독일
밖에서 운영되는 기업으로부터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다시 말해 유
럽연합내 다른 국가의 근로자가 임금을 포함해서 출신 국가의 근로조건으로 독일에서 파견근
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건설업에 한해서 단체합의된 최저임금
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과거 공공서비스(우편, 정보통신, 운송 등)
상품시장 개방에 관한 EU 지침은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가졌었다. 다른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신규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독
일에서는 기업과 시장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2003년 독일 연립정부가 단행한 하르츠 개혁으로 정치적인 자극이 더해졌다. 특히 세 가지
의 법 개정으로 임금 하락 압력이 증가하였다. 첫째, 2004년 이전에는 장기실업자가 임금과 연
계된 실업수당 수급권을 가졌으나 2004년 이후부터 표준 최저수당과 집세 보조를 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숙련된 장기실업자까지도 저임금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하는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임시파견근로자 사용의 시간 제약을 없앰으로써 기업이 장기근무
(long-standing) 직원을 저임금의 임시파견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
른 규제조건을 상당히 완화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임시파견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
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지웠지만, 이는 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시파견업의 협약하에서
별도의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해서 동일 임금지급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러한 조항은 동일 임금 원칙의 효과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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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상 임시파견근로자를 위한 다수의 단체임금 협약에서는
저임금 경계를 한참 밑도는 시급과 대표적인 산업의 표준 협상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급이 허용
되고 있다(Weinkopf, 2006). 셋째, 2003년 이후 미니잡의 소득 한도가 월 325유로에서 400유로
로 크게 인상되고 기존의 주 15시간의 최대근로시간이 철폐되었다. 이렇게 매우 낮은 시급을
주는 일자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

영업양도

이 글에서는 OECD의 기준을 따라 임금 중앙값의 2/3를 저임금의 경계로 보았다(OECD,

1996: 69). 동독과 서독의 저임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함으로써
동독 노동시장을
739 하
709
711
569

나로 포함시킬 경우 우려되는 구조적 분석의
저임금 노동의 전체 비율에는

358
영향을
268

Weinkopf, 2009).

651
622 628
596
왜곡을
485 피하였다.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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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일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 2009; IAQ Thorsten Ka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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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으나 동독의 저임금 비율은 배가된다(Kali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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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독과 동독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199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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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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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세를 보여주며 또한 동독과 서독을 나누어서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전체에서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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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근로자의 비율이 15%에서 21.4%로 증가한 것은 14년 사이에 거의 43%가 229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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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2003년 하르츠 개혁으로 인해 저임금증가가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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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 중에서도 심각한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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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비율도 최근 들어서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15%

저임금 노동의 특징은 <표 1>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저숙련, 청년,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이상이기는 하나 독일 저임금근로자의 대다수가 중년
10%
층의 숙련근로자이며 독일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독일의 모든 저임금근로자의
5%
1/5만이 저숙련근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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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근로자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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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증가하였다. 따라서 독일
의 비율은 1995년과 2009년 사이 크게 늘어나 70.9%에서 79.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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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금 수준별(중앙값의 2/3, 50%, 1/3) 저임금근로자의 비율(1995~2008)


(단위: 모든근로자 대비 비율, %)
중앙값의 2/3
중앙값의 50%
중앙값의 1/3

자료: 독일사회경제패널 2008; IAQ Thorsten Kalina의 산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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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의 4명 중 3명 이상이 숙련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 비교에서도 매우 높
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자의 70%가 학위가 전혀 없거나 고등학교(독일
에서 도제제도를 수료한 것보다 낮은 교육수준)만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CBO, 2006: 18).
저임금근로자의 자격조건이 이렇게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자격조건이 우수한 근로자도 저임금직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으
로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제 비교를 할 때 독일의 경우 저숙련근로자가
비교적 적은 것은 독일의 직업교육과 훈련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훨씬 높다. 물론 최
근에는 남성 저임금근로자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저임금

<표 1> 유형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율과 저임금근로자의 구성(1995~2009)
전체 노동인구 대비
저임금근로자 비율(%)
1995
자격

성별

연령

국적
계약

고용 형태

2009

기술훈련 받지 않음

29.1

41.9

29.1

20.8

14.0

22.1

63.3

69.6

학사

6.0

8.9

7.6

9.6

남성

7.9

13.5

31.6

32.3

여성

24.9

29.7

68.4

67.7

25세 미만

34.4

51.0

15.3

11.4

25 ~ 34세

14.0

24.0

26.8

23.2

35 ~ 44세

12.2

17.5

22.7

22.6

45 ~ 54세

12.0

17.9

19.1

25.6

55세 이상

17.5

22.7

16.1

17.2

독일인

14.3

20.1

87.2

85.4

외국인

20.5

34.9

12.8

14.6

임시

28.3

36.5

11.5

17.6

상시

13.8

17.6

88.5

82.5

전일제

11.2

13.5

60.9

46.1

피보험 시간제

21.4

25.3

24.4

22.9

미니잡

85.1

87.6

14.7

31.0

14.9

21.4

100.0

100.0

자료 : 독일사회경제패널 2009; IAQ Thorsten Kalina의 산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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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훈련 수료

전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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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의 구성

근로자의 2/3 이상이 여성이다.
계약유형과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임시직 계약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저
임금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 중 전일제 근로자의 비율
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하였다. 그렇다고 1995년에 비해 2009년의 전일제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일제 저임금근로자의 발생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11.2%에서 13.5%).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저임금 고용의 기간이 짧은 것은 저임금 일자리가 특정 집단에 편
중되어 있고 이들 저임금근로자가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경
우와 비교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을 장려하는 목소리 중 하나를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진입문턱이 낮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보다 임금수준이 나은 일자리로 비교적 수월하
게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975/1976~2004/2005년 사이 서독에서 이러한 상향
이동성의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여건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5년 기간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15.4%
만이 저임금 경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이동 가능성은 남성(21.7%), 대학졸업자
(27.7%), 청년층(25세 미만은 26.0%, 25~34세는 17.9%)이 현격하게 높았다. 직업기술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평균보다 살짝 높아 16.7%였다. 상향이동 가능성은 동독(14.1%)에 비해
서독(15.7%)이 높았다. 여성(12.1%), 저숙련근로자(13.3%), 고령근로자는 상향이동성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다. 비교적 젊은층인 35~44세의 경우에도 상향이동성은 13.3%로 저임금을 벗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반면 고령집단의 상향이동성은 9%와 2.2%로 임
금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다(Bosch/Kalina, 2008).

█

독일의 최저임금 정책

1990년대 최저임금 정책은 독일의 건설업에만 국한되어 논의되었다. 많은 독일의 건설업체
는 독일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남부유럽, 중앙유럽, 동유럽의 기업에 일자리를 아웃소싱하였다.
이후 1996년 건설업의 노조와 사용자가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합의하였다. EU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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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근로자 지침에 기초한 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에 따르면 이러한 최저
임금은 독일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EU 국가 출신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오랫동안 건설업은 예외로 간주되었다. 노조, 사용자연합, 정당은 각 산업의 임금은 각각의
노사당사자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협상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가 더 이상 여러 산업에서 효과적
인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무너졌다.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독일의 노조운동에
서 견해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과거에 전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도입을 반대하
는 입장을 포기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특히 강력한 노조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만일 법정 최저
임금이 현재 제조업의 평균임금보다 낮게 도입될 경우 제조업 임금수준이 하락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2006년이 되어서야 독일노동조합총동맹(DGB) 산하 노조들이 공동으로 법
정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Bosch/Weinkopf, 2010).
정당들도 또한 정치노선을 변경하였다.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저임금 노동의 확대를 여
전히 촉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립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이자 의회선거 직전인 2005년 사민
당과 녹색당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산업별 적용되는 최저임금 또는 전산업에 적
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대다수의 독일인이 최저임금 도입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2009년 집권한 대연정에서는 전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도
입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여당인 두 정당간 입장차이가 컸기 때문이었다. 대신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독일정부는 다음 2개의 제도를 도입하
는 데 합의하였다:
•단
 체협약에 기초한 산업별 최저임금: 사용자와 노조는 단체임금협약을 통해 각 산업별 최
저임금을 결정한다. 만일 이 단체임금협약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산업을 “대표” 1)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이를 근로자파견법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적용가

1) 법에서는 대표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독일에서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선포되는 단체협
약의 연장일 경우 전체 근로자의 최소 50%를 대표해야 하지만, 이는 가능조건 중 하나일 뿐 의무조
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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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선포할 수 있다.
• 단체교섭이 없거나 효력이 약한 산업의 최저임금: 두 번째 제도는 1952년 최저근로조건
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의 개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전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에 대해 사용자연합, 노조, 연방정부의 요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노조, 사용자연합, 학계 출신 각각 2인의 대표와 1인의 의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특정 산업이 최저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산업의 사용자 및 노조 대표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렇
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선포된다. 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
회에서 의장은 교착상태와 팽팽한 의견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산업별 최저임금

과거 대연정은 2007년 이후 근로자파견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하였으나 2008년 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산업은 8개뿐이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였다. 최
저임금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다(예: 건설업, 청소업). 정육업 등 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여타 산업은 전국적인 단체임금교섭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단

체임금협약을 도출할 수 없었다. 그 밖의 산업의 경우에는 노조의 경쟁이 “대표적인” 전국단위
협약 채결에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사용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독교 노조의 경우에
는 독일노동조합총동맹 소속 다른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무산시키려고 했다.2)
개정된 최저근로조건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두 번째 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조정위원회가 2009년 9월 의회선거를 며칠 앞두고 단 한 차
례 회의를 주재했을 뿐이다. 공무원노조가 최저기준이 필요한 분야로 콜센터를 제안했음에도

2) 최근 있었던 몇 가지 판결을 보면, 법원은 기독교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
결하였다.

>>

_2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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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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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본고를 집필하는 시점(2011년 6월)까지 조정위원회의 추가적인 심리나 회의가 열리
지 않았다.
2011년까지도 최저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2011년 6월 1일 이후 보안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이 시행되었다. 근로자파견법과 별개인
해법을 통해 임시파견근로자를 위한 구속력 있는 임금 하한제의 시행이 2011년 초에 예고되긴
하였으나 2011년 6월까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임시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은 서독의 경우 7.79유로, 동독의 경우 6.89유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최저임금 기준의 승인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와 노조 양자가 모
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했다. 전기설비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지역교섭이 전국교섭으로 대
체되어야 했는데 이 경우 오랜 기간 교섭이 정체되곤 하였다. 따라서 2011년 6월 현재 9개 산

[그림 3] 독일의 산업별 최저임금(시급), 2011년 6월1)
(단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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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 그림 속의 수치는 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요율만을 살펴본 것임. 서독
의 건설업과 청소업의 경우 숙련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 요율이
있음.
		

2) 임시파견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

		

3) 서독 보안서비스업의 시간당 최저임금 요율은 주정부마다 차이가 있어
6.53~8.60유로 사이임.

자료: 자체 편집.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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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발
표하였다.
[그림 3]에서는 최저임금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서독 건설산업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동독 보안서비스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 3개 산업
의 경우 동서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산업은 동독
과 서독 간에, 어떠한 경우에는 주정부별로(보안서비스업) 격차가 있다.

█

결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임금격차는 크게 확대되었고 저임금 노동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미니잡을 가진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청
년층, 저숙련근로자 등 특정 집단의 근로자만이 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년층, 숙
련직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임금 노동의 증가와 임금구조 분열의 심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도입 등과 같은 변화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직 전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2005
년에 지난 대연정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다소 복잡한 절충안을 마련하여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산업별로 단체합의한 최저임금을 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선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최저근로조건에 관한
1952년 법을 개정해서 단체교섭이 없거나 단체교섭 적용률이 낮아 최저임금 도입 가능성이 매
우 낮은 산업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첫 번째 경로만이 사용되었으며 2011년 6
월 9개 산업이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다.
현재까지 독일의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매우 더디게만 진행되었고 최저임금이 제각
각인 데다가 구속력이 있는 최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결정이 규제되지 않
는 분야도 매우 많다. 향후 독일의 최저임금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상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는 사용자협회의 수가, 특히 저임금 노동 사용이 많은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불공정한 임금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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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근로자를 채용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유럽노동시장 개방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관계자도 태도를 변경하여 2009년 총선 이후보다는 현재 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하는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아직까지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보다 선호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전산업에 일괄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첫 번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8개 산업에서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경쟁력, 근로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
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2011년 말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노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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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영국은 저임금근로자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2008~2009년의 경기침
체와 이후 긴축경제의 시기와 같은 경제위기에는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인 지위를 모니터링
하고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실업이 증가하고 기업의 성과가 악화될 때에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타격이 갈 수 있으나, 특히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영국에서 저임금근로자는 노조 조합원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한 직장에서 다
른 직장으로, 또는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때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낮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고용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입지가 매우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의 경기침체 상황과 저임금 노동의 유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노사정
의 대응을 분석한 다음, 최저임금 법안, 단체교섭, (취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복지급여, 직업훈
련 등 네 가지의 정책을 살펴본다. 경기침체의 초기 대응으로 몇 가지 유용한 정책조치가 도입
되기도 하였으나 경기침체 이후 그동안 실행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개입 정책이 전환되었고 그
결과 저임금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결론에서는 정책의 시사점을 구해 보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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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여건: 2008~2009년의 경기침체 및 2010년 이후 긴축경제

경기침체로 영국의 GDP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2008년 2사분기부터 2009년 3사분기까
지 6사분기 연속 6%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1~1992년의 경기침체기에 비해 상대적으
로 하락폭이 작은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연령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감
소하였고,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림 2]에서는 남
성과 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하였다. 2008년 3~5월부터 2010년 1~3월 사이 남성의 고용률은
79.0%에서 74.9%로 4.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67.0%에서 65.6%로 1.4%포
인트 하락하였다. 따라서 주로 남성이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았으며 남성의 고용감소는 여성의
고용감소 규모의 거의 3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영국의 경기침체가 남성이 지배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
다. 그 밖에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산업을 2개 더 들면 유통 및 숙박산업(저임금부문)과 금융
및 기업서비스부문이 있는데 이들 산업은 근로자의 성별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다. 하지
[그림 1] 영국의 GDP와 고용(198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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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의 성별 고용률(20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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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0

40.0

실업률(좌측 축)

장기 실업자 고용은
비율(우측 축)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현재까지도
만 2010년 중반 이후 남성의
35.0

7.5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 이유는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
7.0

30.0
특히 지방정부의6.5공공부문에서 일자리 감축을 초래한 긴축조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긴축조
6.0 당분간은 여성 고용이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치의 강도로 볼 때,

25.0

5.5

높다: 공공부문의 고용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1사분기에서 2011년 1사
5.0

20.0

분기 사이 143,000명(2.3%) 감소하였다.
4.5

실업현황은 고용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실업률은 경기침체 전 상당히 오랜 기간 비교적
15.0

4.0

낮게 유지되었으나(5~6%), 경기침체로 빠르게 상승하여 2009년 2사분기에는 8%에 이르렀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이 선에서 고착된 듯하다. 다시 말해 GDP 성장률이 분명한 회복
세를 보이고 있고
35% 이후 7사분기 동안 취업 근로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해당
전체 임금근로자
남성
기간 내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다소
시차를 두고 12개월 이

30%

여성

상 장기 실업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2009년 2사분기부터 2010년 중반까지 장기 실업자의 비
율은 22%에서 33%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5%
20%

30_

2011년 9월호 <<
15%

70
68

Nov-Jan 2011

Sep-Nov 2010

May-Jul 2010

July-Sep 2010

Mar-May 2010

Nov-Jan 2010

Jan-Mar 2010

Jul-Sep 2009

Sep-Nov 2009

May-Jul 2009

Mar-May 2009

Nov-Jan 2009

Jan-Mar 2009

Jul-Sep 2008

Sep-Nov 2008

May-Jul 2008

Mar-May 2008

Nov-Jan 2008

Jan-Mar 2008

Jul-Sep 2007

Sep-Nov 2007

May-Jul 2007

Mar-May 2007

Nov-Jan 2007

Jan-Mar 2007

Jul-Sep 2006

64

Sep-Nov 2006

66

[그림 3] 영국 실업률 추세와 장기 실업자의 비율(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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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고용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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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97년 이후 임금근로자 전체, 남성, 여성 각각에 대한 저임금 근로의 추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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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림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임금 고용률은 10년 넘게 이러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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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영국 저임금 고용의 성별 추세(199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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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간 중 저임금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저임금0%
고용률은 1997년 2.3이었으나 2010년에는 1.7로 감소하였다.1) 경기침체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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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장기 추세를 따르고 있다(Mason et al., 2008a: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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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국 저임금 고용 구성: 성별, 전일제/시간제 ( 20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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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별, 전일제/시간제 고용을 분리할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다. 그러나
저임금 고용률 척도에 관한 증거를 살펴보면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6.00
다. [그림 5]에서는 여성 시간제근로자가 영국의 저임금근로자 중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고
£4.00 약 42%),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여
(2010년

D10

D20

LPT

Median

Mean

성이 저임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상은 경기침체기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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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국 최하위임금 근로자의 실질시급 변화(2007~2010, 2010년 물가 조정치)
£16.00

2007

2008

2009

2010

£14.00

£12.00

£10.00

£8.00

£6.00

£4.00

D10

D20

LPT

Median

Mean

주주: LPT는 표준 정의에 따른 저임금 경계를 의미함.
자료: 연
 간 근로시간 및 소득조사, 복수연도. 연간 소매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실질소득. 소득자료의 시기를 같게 하기 위해 매년 4월 자료로 추정함(영국 통
계청 자료).

2010년 여성이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인 반면 저임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이다.2) 경기침체기 중 저임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근로자집단이 하나 있다
면 남성 시간제근로자로 경기침체 이전 12.4%에서 2010년에는 14.2%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
간 이들의 저임금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세는 남성 시간제

2) 2010년 연간 근로시간 및 소득조사(ASHE) 데이터 활용. 저임금 고용에서 남성 전일제근로자의 비
율이 여성 전일제근로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은 남성 전일제근로자의 숫자가 1,110만 명, 여성 전일
제근로자의 숫자가 7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크기 때문이다. 2010년 저임금 고용 가능성은 남성 전
일제근로자가 11%, 여성 전일제근로자가 16%로 여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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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가 약 14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증가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기침체가 저임금 노동의 규모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척도
자체가 임금분포상 하위 50%를 차지하는 근로자 사이에 나타나는 임금의 하락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소득 중앙값의 실질값과 그 아랫선의 모든 소득
이 동반 하락한다면 저임금 척도는 경기침체의 부정적인 효과를 잡아내지 못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0년도 실질소득에서 임금분포
의 중앙값은 2007년의 수준보다 개선되지 않았다(그림 6 참조). 2단계의 경기침체 효과가 존재
한다. 물가가 2008~2009년 하락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한 후
2009~2010년에 다시 상승하였다(소매물가지수 5.3%). 반면 명목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최하위 십분위, 오분위, 저임금경계의 모든 근로자는 약 4%의 실질시급 하락을 겪게 된다. 저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실질소득은 2009~2010년 크
게 하락하여 최하위 십분위는 4.3%, 중앙수준은 3.4% 하락하였다. 고임금근로자도 감소폭은
작지만 실질소득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모든 근로자가 경기침체기에 공통적으로 실질
임금 감소를 겪었으나 최하위임금 근로자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컸다.

█

저임금근로자 보호 정책

저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생산성 척도보다는 공식/비공식적 규정, 관습, 관행을 반
영한다. 특히 근로자가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바를 잴 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되는 신뢰할 만
한 생산성 척도를 찾기 어려운 서비스 경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규정에는 공식적 제도(특히 법정 최저임금, 임금단체협약)와 비공식적 관행적 규범
(특정 업무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요율, 자격에 대한 평판) 등이 있다. 국가의 임금책정제
도의 직접적인 범주 안에 있지 않은 변수라도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는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변수에는 복지제도 등이 있다. 이는 실업급여수준이나 공공부조 수급규정이 저임
금직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활
성화될 경우 사용자가 적합한 구직자를 구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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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형성정책은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교육의 질이 임금 전망을 높이고, 사용자
의 숙련개발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개선시키며, 직업훈련을 위한 기반시설투자
가 저숙련직에서 중간숙련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는 경기침체
기와 긴축재정운영기간 동안 네 가지 주요 정책 분야에서 노사정의 대응을 요약하였다.
1999년 영국에 최초로 도입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경기침체와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 성인과 청
소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소폭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실
업, 물가상승(변동성이 매우 큼), 임금 수준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평가하였다(2008년, 2009
년, 2010년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참조3)). 그 결과 나온 권고안으로 인해 이전 몇 년 동안 지속
<표 1> 영국 경기침체 및 긴축경제 기간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정책 평가(2008~2011)
당면과제
실질임금을 보호하고 구매
력과 총수요를 보호하기 위
i) 법정 최저임금
해 어떻게 임금하한선을 개
선할 것인가?

ii) 단체교섭

iii) 복지급여

정부 정책
경기침체기

긴축정책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동결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동결

노조는 평균소득보다 인상
폭이 커야 한다고 최저임금
위원회에 로비하였으나 사
용자는 동결을 주장

실업 증가, 사용자의 임금 지
불 능력부족/의지결여. 물가
변동에 직면하여 어떻게 조
합원을 확보하고 단체교섭
을 확대하며 임금인상을 협
상해 갈 것인가?

이중노동시장금지법(Two- 이중노동시장금지법
Tier-Code)은 지속적으로 시 (Two-Tier Code) 폐지
행되었으나 적용대상 저임
금부문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 부재

단체협약에서 노조는 임금
격차의 잠식과 최저임금을
초임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막지 못함, 효과적인 하위가
중 임금결정 사례 있음

고용과 실업에 대해 적절한
복지급여를 확보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보류적 지
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실업급여 개선을 위한 정책
부재, 노동시장 재진입 인센
티브로서 표적화된 세액공
제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시행

2010년 이후 복지지출 삭감
에 대해 노조 반대

임금상승을 뒷받침할 교육
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
iv) 직업훈련정책 인 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
인가?

복지지출 삭감과정에서 물
가연동제를 변경하여 실업
급여와 세액공제가 축소되
는 결과가 초래됨

교육훈련보조금 (Train to
교육훈련보조금(Train to
2010년 이후 교육 및 훈련 지
Gain)으로 연간 £10억 예산 Gain) 폐지; 평생교육 예산 출 삭감에 대해 노조 반대
편성: 대기업에서 직업훈련 삭감(25%); 교육지원금 폐지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
운 근로자의 권리

자료: 자체 분석.

3) 저보수위원회의 보고서는 www.lowpay.gov.uk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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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최저임금이 평균소득 증가를 뛰어넘어 인상되었던 것이 중단되었다. 2001~2007년 사
이 최저임금은 소득 중앙값의 45.2%에서 52.7%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후 2008~2010년에는
52%를 다소 넘는 수준에서 안정되었다(연간 근로시간 및 소득조사 자료, 자체 산출치). 사용자
는 2001~2004년까지의 기간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
였지만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한참 전인 2005년에 이미 주요 사용자단체(CBI)는 평균소득증가
와의 연동을 요구하였다(Grimshaw et al., 2010).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입장에 호
의적이었고, 곧 이어 닥친 경기침체로 이러한 접근법이 강화되었다. 2009년에 최저임금위원회
는 처음으로 CBI를 위시한 많은 사용자단체로부터 최저임금의 수준을 동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또한 영국산업연맹의 요청을 무시하라는 영국노총(TUC)의 요청도 접수되었다.4)
저임금근로자의 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직접적인 제도는 임금 단체교섭이다. 일반적
으로 영국의 제도적 틀은 비교적 취약하다. 영국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분명하게 나누어
져 있어 공공부문 근로자의 약 70%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의 20%
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Barratt, 2009 참조). 게다가 저임금부문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산업이다. 예를 들어 노조가입률이 소매업은 12%, 숙박업 5%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
의 경우에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기에 최저임금이 미미하게 인상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2009년 1.2%, 2010년
2.2%) 다수의 저임금부문 사용자는 저임금근로자의 이해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임
금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임금 변동분을 지
급하지 않았다. 둘째, 신입 직원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초임
또는 기준임금으로 삼았다(최저임금위원회, 2010: 39~41). 그 결과 많은 근로자가 임금 구조의
바닥 또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다음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를 인용한 것이다:
소득분배 분석에 따르면 1999년 이후 해마다 최저임금이 분명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이 평균소득에 연동해 인상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더욱 커졌다. 이는 최저임금
이 소득과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2010: 41).
4) www.tuc.org.uk/newsroom/tuc-16424-f0.cf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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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법정 최저임금과 미약한 임금 규제가 결합되어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매우 제
한적인 파급효과만이 발생하는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용모델의 전형적인 특성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임금근로자는 기존부터 존재하는 임금격차(연공서열, 기술, 자격
조건 등으로 발생)를 보호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자원과 교섭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저임
금근로자 계층에 분열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인 파급효과는 지속적인 최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고용률(그림 4 참조)이 최근 수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
지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렇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최하위 임금을 법정 최저임
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기도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하위가중 임금결정
(bottom-loaded pay settlements)에 합의하기도 하는 등 저임금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도 하였다. 영국 국민의료서비스(NHS)의 임금협약이 좋은 사례이다. NHS에서는 최하위 보수
(신규채용 청소부)가 2010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가까이 높았고, 2007년, 2009년, 2010
년에는 하위가중 임금제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Grimshaw et al., 2010).
그동안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해온 단체교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2010년 폐지되었고, 이
러한 결정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행되었
다. 이중노동시장금지법(Two-Tier Code)에서는 공공부문에 하도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중노동시장금지법
은 2010년 우파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 철폐 노력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공공지출 삭감 압력
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할 것이
고 민간기업은 임금을 낮추고 기타 조건을 약화시키는 등의 대응을 할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셋째 간접변수는 실업급여, 근로소득보전세제
등과 같은 복지제도이다. 여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영국의 제도는 지출수준이 매우 낮은 최
소한의 개입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Bonoli, 2010).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실업이 빠르
게 증가해도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관찰되었듯이)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거나 수급권을 연장
하기 위해 정책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새로울 것도 없다. 다만 2010년 정부의 예산을 긴축하면
서 물가지수연동제를 변경하여 2011년 4월부터 실업급여를 줄인 것은 의외의 결정이었다. 물
가지수를 주거비용이 포함된 소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게 되면 영국 재무부
에게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발생하지만 실업자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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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기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개입도 있었
다. 여기에는 청년보장(Young Person’s Guarantee)(£10억의 미래일자리기금 포함)과 장애인, 편
부모, 고령근로자를 복지급여 수급자에서 저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노동시장
재진입 세액공제(Return-to-Work Tax Credits) 등이 있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대응은 2010년
집권한 신정부의 정치적 노선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복잡해졌다. 특히 청년보장이 일자리 장려
책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효과가 있고 취약한 저임금근로자 집단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정부 웹사이트에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청년보장을 폐지하였다.5)
저임금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넷째 정책분야는 교육과 훈련이다. 2008~2009년 경
기침체기에 집행되었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국가직업자격(NVQ) 2단계의 훈련을 지원
하는 사용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교육훈련보조금(Train to Gain) 정책이다. 초기 운영
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으나 2009년에 해당 제도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는 훈련을
통해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조사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직업자격(NVQ)
이 자신의 첫 자격요건이었던 근로자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NAO,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신정부는 2011년 6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였다. 이
는 공공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념적 노선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부족을 교육의 기회로 삼
고자 했던 시기에 평생교육의 지출을 25% 삭감하였다. 게다가 2010년 발표된 긴축조치에서는
16~19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던 가계소득
심사에 따른 교육지원금(주당 최대 £30)도 폐지하였다.

█

맺음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국의 모델은 경기침체기와 회복기에 어떻게
5) http://research.dwp.gov.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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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에게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지 못한다. 유
럽 국가 중에서도 영국은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로 이는 노동시장의 지배구조제도에도
적용이 된다.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서 정책개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적 입지를 약화시켰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았고, 임금협약은 임금격차를 줄
이지 못했으며, 복지급여는 삭감되었고(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근로연계급여 포함), 교육과 훈련
에 대한 정부지출은 삭감되거나 폐지되었다.
경기침체에 대한 영국의 대응책에 대한 평가는 2010년 정부교체와 정부적자 축소를 위한 긴
축조치에 대한 요구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영국정부가 이중노동시장금지법, 교육훈련보조
금, 청년보장 등과 같이 저임금근로자를 지원했던 일련의 조치를 폐지한 것은 긴축재정 운영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이념적 소신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개선을 장려하는 대안적 정책조치가 실행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적
했듯이 향후 수년간 저임금직 노동자의 분열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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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글에서 우리는 네덜란드 경제를 개괄한 다음, 노사관계와 임금결정을 다루고 네덜란드
노조가 기업 차원에서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 네덜란드 노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결론을 제
시한다. 하지만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탄탄한 임금 결정 방식 때문에 완화되고 있
다. 장기적으로 저임금 고용률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기
는 하나 이러한 저임금 고용의 증가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변화가
2008~2010년 금융위기는 예외로 하면, 일반적으로 전체 임금인상 추세에 뒤처져 있기 때문이
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GDP가 급격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실업이 그에 상응할 만큼 증가
하지 않았다. 조사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임금근
로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실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덜
란드의 노사관계 모델의 주요 특징은 위기 중에도 놀라운 정도의 탄력성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단체교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WageIndicator와 그 밖의 정보출처에 따르면, 특히 노
조의 통제 밖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임금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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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경제

최근 금융위기가 네덜란드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네덜란드
경제와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소국으로 개방경제를 가지
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입이 GDP의 85%를 차지한다. 2010년 1인당 GDP는
40,300달러로 비교적 부국이라 할 수 있다. 지니계수가 1980년대 초반 이후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2007년 지니계수가 30.9로 소득이나 부의 불균형은 낮은 편이다. 현재 네덜란드 국
민 중 7%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네덜란드 근로자의 20%가량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
다. 인구 16,400,00명 중 8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총 고용인구는 850만 명으로 노동참여
는 다소 높은 편이다(2010년 75%).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네덜란드의 산업화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필립스, 쉘, 유니레버,
악조노벨(AkzoNobel) 등 거대 다국적기업을 성장시킨 네덜란드지만, 국내 제조업은 제한적이
고 네덜란드 노동력의 30% 이상을 고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미 1947년 인구조사에서
상업서비스의 고용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제조업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의류, 섬유, 전자, 조선 등에서 (한시적으로) 저임금 정책을 통해 산업화
를 촉진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성장모델로 인해 대규모 노동력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고, 결과

적으로 1963~1965년 파업과 ‘임금폭발’로 이어졌다. 이후 20년간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수입
으로 이루어진 정부 지출 증가, 자유 임금결정, 산업불안은 급속한 탈산업화의 과정으로 이어

졌으며 1983년 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네덜란드 병’이라는 신조
어가 생겨났다. 현재 네덜란드의 고용과 GDP는 서비스업 81%, 제조업 17%, 농업 2%로 구성
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기업은 꾸준히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반대로 네덜란드 내 외국인직접
투자(FDI)의 규모도 크다. 2010년 말 네덜란드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5,900억 달러, 네덜
란드 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8,9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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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노사관계 및 임금결정

1945년 이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는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 사용자, 노조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소위 폴더 모델이라 불린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은 2차 세계대전 중
노조대표와 사용자 간의 불법 회합에서 마련되었으며, 이후 1945년 양자협의기구 노동재단
(STAR)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도 노동재단은 노조연맹과 사용자협회 간의 의견교환
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동 권고사항을 통해 양자의 교섭의제에 영향을 미친다. 1945년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자문과 전망을 담당하는 경제기획국(CPB)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노사관
계제도 및 정보의 기반시설은 삼자회의체인 사회경제이사회(SER)가 설립된 1950년 완성되었
다. 사회경제이사회는 노조, 사용자, 정부가 임명하는 개인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경제 및 노동
시장 정책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저변의 조합주의적인 제도는 법 조항에 있는 신뢰에
토대를 두고 있다.

3개의 ‘공인된’ 노조연맹(1976년 2개로 통합)이 이러한 관계의 안정적 구성요소로 포함된 반

면 공산당 편향의 연맹은 제외되었다. 전술한 3개의 연맹은 처음에는 정부가 정한 연간 임금 협
의를 토대로 저임금 고용확대를 지지하였다. 이후 실업 증가의 압박 속에 임금이 빠르게 상승
하던 시기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ccord) 체결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는 노조, 사
용자, 정부가 합의한 최초의 중요한 국가단위 협약이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조정
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임금결정은 정부개입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이후 29년

중 13년 동안 정부는 임금동결을 종용하였다. 1993년 또 하나의 국가단위 협약인 ‘신방향(New
Course)’ 협약을 통해 직업훈련, 경력관리, 근로시간, 보육 등의 문제로까지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에는 단일 노조의 단체교섭 적용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단
일 노조가 단체교섭의 의제를 정할 수 있었다. 단체교섭 적용률은 모든 임금근로자의 78~8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용자 차원에서 조직률이 높기 때문이며(사용자단
체에 가입한 사업장이 모든 임금근로자의 85%를 고용), 둘째는 사회고용부에서 노조결성이 안
된 사업장에도 산별협약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제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체협약 준수의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저임금근로자가 단체협약 위반의
피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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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네덜란드 노조의 아킬레스건과 무관하지 않다. 즉 기업 차원
에서 노조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노조 대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
러한 점은 네덜란드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직장협의회에서 대표권을 갖는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분이나마 상쇄된다. 정보접근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임금교섭
력은 없는 직장협의회에서는 일반 노조원이 주로 활동한다. 직장협의회 회원 중 약 65%가 노
조원이다. 이는 실제 노조조직률보다 3배나 높은 것이다. 네덜란드 노조에게는 조직률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1980년 35%, 1990년 26%, 2000년
24%, 2009년 20%로 장기적인 하락세에 있다. 특히 저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와 청년근
로자(15~24세)의 노조조직률은 매우 낮아서 2008년 10%를 밑돌았다(CBS, Statline, Working
conditions). 이들 직장에서 단체교섭 결과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상되며
슈퍼마켓이나 콜센터에 대한 조사결과 이러한 예상이 안타깝게도 현실로 확인되었다(Salverda
et al., 2008).
다만 두 가지 긍정적인 면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근로자들의 조직화에 있어서 열세에

있기는 하나 ‘임금결정제도(Wage Building)’가 탄탄하다는 점 때문에 그 효과는 완화될 수 있었
다. 단체협약에는 업무마다 세부적인 임금 요율을 연결하는 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단
체협약에 임금 요율은 최하위직급까지 업무평가제도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업무평가제도
는 개인의 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자의성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바세나르 협약에서 임금인상을 완화하는 대신 고용을 창출하자고 합의한 것

은 고용증가의 측면에서 일단 효과가 있었다. 1983~2008년 사이 ‘네덜란드 병’은 ‘네덜란드의
기적’으로 빠르게 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340만 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270만 명이 시간제 근
로자(주당 1~34시간)이다.

█

저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이 글에서는 국제적 관행에 따라 소득이 총 시급 임금 중앙값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저임
금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2008~2010년 금융위기 전에도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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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전체 네덜란드 근로자의 18.2%, 또는 125만 명이 저임
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1979년 10.9%, 1998년 17.9%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
한 2004년의 통계수치는 영국 22%, 미국 25% 등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높은 국가의 통계수치
에 근접한 것이다. 수년 동안 전일제 근로자의 저임금 노동의 비율은 약 10%에 머물렀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1979년에도 이미 높았으나(17%),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8%가 되었다. 저임금 근로는 성인 여성, 청년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년 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4배나 많다. 특히 청년 이
민자(주로 이민 2세대)의 경우 비중이 상당히 높고 오랜 기간 저임금 노동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다(Salverda et al., 2008). WageIndicator 온라인조사(본문 말미의 ‘참고: Wage
Indicator’ 참조)에 따르면, 2005년 네덜란드의 저임금 고용률은 23%였다. 또한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일반적으로 저임금 산업으로 알려진 숙박요식업(47%), 도소매(39%),
농업(30%), 운송 및 통신(2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Van Klaveren and Tijdens, 2008). 소매업
종을 별도로 살펴볼 경우 2007~2008년 WageIndicator의 통계수치에서는 성인 근로자의 50%
가 저임금 경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Klaveren et al., 2009).
네덜란드에서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1969년 이미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저
임금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다소 뜻밖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여러 이유
로 인해 약화되었다. 첫째, 성인 최저임금은 23세가 되어야 비로소 적용된다. 15~23세의 청년
에게는 청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15세는 성인 최저임금의 30%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올라 22
세가 되면 85%에 이르게 된다. 둘째, 1970년대 중반부터 최저사회복지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과 연계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 정보에 있어 하한선이 되었을 뿐 아니
라 공공재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정치적 의사결정에 매우 취약하였다. 반기별 인상을 통해 법
정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임금추세를 자동적으로 추종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의 동결조치의 영
향을 받기도 하였다. 1979년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실제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의 36% 수
준으로 하락하였다(Van Klaveren et al., 2009). 다만 2007년 이후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동결
조치를 절제하여 꾸준히 인상된 결과 임금인상 추세를 따라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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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고용 및 임금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는 네덜란드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GDP에서도 확인
된다.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의 실질GDP는 4.6%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2009년 1
사분기에 저점을 찍었으나 회복세는 느리기만 했다. 2010년에도 회복세는 이어져 실질GDP 성
장률은 1.7%였다. 대조적으로 공식 실업률은 그다지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다. 2008년 중반부
터 2009년 중반까지는 0.8% 추가 상승하였고 2009년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는 다시 0.8%
증가하여 총 실업률은 5.6%가 되었다. 하지만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제
활동과 실업/고용 간의 이러한 격차는 많은 이를 당황스럽게 하였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기업의 노동력 비축으로, 정부는 이를 장려하는 조치를 실행하였다. 다
른 하나는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많은 수가 자영업자로 탈바꿈
하였다. 그 중 상당수는 근무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기업이 이직률이나 산출로 정당화되는 것보다 많은 수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설
명하는 노동력 비축은 특히 사용자가 향후 우수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인재 채용의
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인식할 경우 촉발될 수 있다. 노동력 비축은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내놓은 조치에 의해서도 촉진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두 가지 유형의 조치를 취하였다. 첫
째, 2009년과 2010년에 6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주로 기반시설 확
대를 위해 지출되었다. 둘째는 단기 근로(2009년 3월 29일까지)/시간제 실업(2009년 4월 1일
~2011년 6월 30일)제도(ST/PTU)로 시간제 실업급여와 같이 유휴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
야 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였다. 후자의 활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많지 않다. 사용자 설
문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민간기업의 9.5%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여름 사이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였다(Josten, 2011).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경기부양책과 ST/PTU에
지출한 공공지출은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공공지출이 노동력 비축을 크게
촉진시키지도 않았다. 전술한 조사에서 2009년 민간 사용자의 약 20%가 업무에 필요한 것보
다 많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시인하였고 2010년에는 13%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점
을 상기한다면 노동력 비축과 저임금 간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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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비축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기로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협의의 유연근로(flexible work)에 관한 정의를 토대로(주
당 12시간 이상 근무, 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임시파견직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의 가능
성이 없는 임시계약직) 산출한 전체 네덜란드 노동력에서 유연근로자의 평균 비중은 2008년
15%, 2009년 14%, 2010년 14%로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사용자
가 파견업체를 통한 직원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동력에서 임시파견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6.2%에서 2010년 3.5%로 감소하였다. 유연근로
에 관한 광의의 정의에는 정규직 계약을 맺지 않은 모든 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
랜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광의의 정의에 따라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유연근로자의 비중을 산
출한 결과 2008년 28%에서 2009년 29%, 2010년 30%로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örvers et al., 2011 참조). 결국 자영업자의 증가는 임시파견근로자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았
다. 최근 들어 경영인들과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이 유연화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더 이상의
유연근로 및 채용/해고 관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의 연구원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로 전환해야 했
던 임금근로자들이 금융위기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고용안정성뿐 아니라 소득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주당 평균 12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
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집단은 실업 통계에서는 파악되지 않는다. 실업자로 등록되려면 주
당 12시간 근무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러한 집단이
금융위기의 주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고, 심지어는 IT, 디자인, 건설 등의 부문에서도 이러한
예가 존재한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2010년 2월 기업 조사에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자영업자들
이 위기의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전체
중 35%)은 자영업자에게 주는 업무를 9% 정도 줄였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업무시간(lead
time)과 수수료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2009년과 2010년에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1~6%
감소했다(Van der Ende et al., 2010).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모델인 폴더모델의 주요 특징은 최근 금융위기에서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단체교섭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정규 교섭을 회
피하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네덜란드 전체 단체협상 적용률은 약 80% 선을 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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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별 협약에서 기업별 협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없었다. 사실 민간부문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절제하였지만, 이는 조합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듯하다. 노조는 (명목상의) ‘기
준선(zeroline)’을 수용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의 임금조항을 수정하여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경
우도 거의 보고된 바 없다(독일에서는 협약기간 중 임금 등의 하향조정을 허용하는 사정변경조
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가
수용한 관행은 협약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 타타제철소의 사례에서처럼 협약 유효기
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행으로 산업별, 기업별로 입장을 재고하고
재협상할 기회가 마련되었다(AIAS-ETUI Collective Bargaining Newsletter, 2009 and 2010). 이
러한 현상은 전술한 2010년 2월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극소수의 기업만이 2009년
기본급을 낮추었거나 2010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삭감의 대부분은 시간
외수당 감축이나 상여금 등 변동급여 삭감 등의 형태로 단체교섭의 틀 밖에서 개별적으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Ende et al., 2010). 많은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감소는 저임금직에
게 가장 큰 타격을 준 반면, 변동급여삭감은 고임금직에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가 기본급과 복리후생급여의 삭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증거는 네덜란드
에서 거의 찾기 어렵다. 저자는 이러한 영향에 관해 분석한 바 있다. 경제위기를 맞은 조직의 대
응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경제위기가 응답자와 응답자가 근무하는 조직에 미친 영향에 관해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Loonwijzer(네덜란드판 WageIndicator ) 사이트를 통해 온라
인으로 조사했다. 첫째 문항에서는 2009년 초 이후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경제여건이 변하였
는가를 물었다(1=크게 악화, 5=크게 개선). 둘째 문항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사관련 조
치를 취하였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응답자는 9개의 답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

으며 답변으로 ‘인사관련 조치가 없었다’와 ‘기타’도 선택할 수 있다(기타의 경우 빈칸을 두어 직
접 답변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문항은 경제위기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묻
는 것이었다. 답변으로 ‘월급 감소’를 선택한 경우 기본급이 조정된 것이고, ‘휴가비 감소,’ ‘크리

스마스 상여금 감소,’ ‘연간 상여금 감소’ 등을 선택한 경우 복지후생급여가 조정된 것을 의미
한다.

전술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임금근로자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이번 경제위기
가 2009년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으며, 이후 2010년 경제회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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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유연근로자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것과 일관되게 위기 시에는 유연근로자들이 종
종 조정의 대상이 되는 반면, 정규직 인력에서는 제한적인 조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근
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노동력 비축 전략을 채택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소수일 뿐이었다. 위기
에 처한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1/3이 회사 전체에 임금 조정이 있었다고 답변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은 기관의 근로자도 그 폭은 크지 않으나 임금의 하향조정이 있었다고 답변하
였다. 위기시 기본급보다 복지후생급여가 훨씬 많이 영향을 받았다. 기대와 다르게 여성 근로
자가 기본급과 복지후생급여의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
은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비해 기본급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복지후생급여를 조정하는 전략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기본급
과 복지후생급여 조정전략은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정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본급
이 조정되는 경우는 적었으나 복지후생급여가 조정되는 경우는 보다 많았다(Tijdens et al., 2011).

<참고: WageIndicator>
본고에 인용된 자료는 WageIndicator의 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www.wageindicator.
org). WageIndicator 온라인조사는 WageIndicator 웹사이트에 포스팅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하고 있는 설문조사로, 갈수록 참여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WageIndicator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의 여성 근로자의 직업과 급여 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지필 설문조사로 시작되었으나, 곧 수백 개의 직업에 대한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다수 언어로 서비스 되는 자료수집 툴로 발전하여 2011년 초 현재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2010: over 12.5 million). WageIndicator는 한국어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http://www.wagecheck.co.kr/main 참조).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는 일자리 관련 내용, 노동법, 최저임금 정보, 경품을 제공하
는 익명의 조사, 이러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직종별 평균임금을 보여주는 Salary
Chec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검색엔진 최적화, 웹마케팅, 홍보, 방문자의 이메일 답변 등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체적인 웹 매니저를 두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언론이나 출판계
와의 공조를 통해 웹사이트의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근로자, 학생, 구직자, 부업을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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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직결정, 연간 성과협의,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가 필요한 개인이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모든 웹 방문자에게는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웹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
하였다. 방문객의 약 1.5%가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웹 조사는 국가별로 비교가능하
며, 각국 언어로 되어 있다. 임금, 복지, 근무시간, 교육, 직업, 산업, 사회-인구적 특성, 근무지, 노
사관계 등에 대한 문항이 있다. 조사에 참여할 경우 경품이 제공되며 Part 1을 완성하는 데 약 10
분, Part 2를 완성하는 데 약 10분이 걸린다. 모든 조사 자료는 이미 수집된 수백만 건의 임금정보
등의 관찰결과와 함께 세계 임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전 세계의 비교정보와 최
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조심스럽긴 하나 네덜란드에서 기본급이 하향 조정되었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
업의 저임금직에 주로 타격을 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노조 통제도,

업무평가제도를 갖춘 ‘임금 결정제도’도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임금교섭 결과를
준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보고서에 따르
면 산업별로는 소매, 숙박 및 요식업, 케이터링, 원예 등 농업, 도로 운송 등 운송부문이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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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최신 임금변동
현황 및 전망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박사과정(경제학))

█

머리말

최근 유럽의 경제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독일과 중부유럽지역 국가들처럼 2010년부터 전년도의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 회복세에 접
어든 국가들이 있는 반면, 그리스를 포함한 일부 남동부지역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경기침체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전반적인 임금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각국의 경제발
전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유럽지역 전반의
실질임금 수준은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2011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이러한 실질임금 정체 및 감소의 원인으로는 경제위기의 부담을 근로자 일방에게 전가하
거나 임금축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유럽 전반의 위기극복 정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경제사회연구소(WSI)의 보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럽
지역의 최신 임금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2011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유럽의 경제성장률 및 노동시장 변동 현황

2009년에 유럽은 유럽연합(EU) 출범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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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전체평균 국내총생산(BIP)이 전년 대비 -4.2%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유럽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는 등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1)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과 슬로바키아의 경우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였으며, 이들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은 3~5.5% 수준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부유럽
지역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동부유럽지역의 불가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그리고 아
일랜드의 경우 2010년에도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부도 상황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에서는 개별 회원국들
의 경기변동 상황이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 유럽 전체의 평균 경
제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각한 채무위기 상황에 놓인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평균치에도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은 각국의 노동시장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남동부유럽지역 국가들과 아일랜드의 경우 2009년에 실업
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재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유럽연합 27개
국 중에서 10여 개 국가들의 실업률이 10% 이상이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
한 국가는 스페인이 2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발틱해 연안의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18.7%와 17.8%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 밖의 유럽연합 14개국의 실업률은 6~10%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2010년에
실업률 증가를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실업률이
5% 이하였다.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가들은 비유럽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

1) Schulten(2011), Europäischer Tarifbericht des WSI 2010/2011, WSI Mitteilungen 7/2011, p. 355;
IMK / OFCE / WIFO(2011), Der Euroraum im Umbruch, IMK Report Nr. 6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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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8~2011년 유럽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현황 
(단위: 전년 대비 증감, %)


국내총생산(BIP)

실업률(Arbeitslosigkeit)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벨기에

1.0

-2.8

2.2

2.4

7.0

7.9

8.3

7.9

덴마크

-1.1

-5.2

2.1

1.7

3.3

6.0

7.4

7.1

독일

1.0

-4.7

3.6

2.6

7.5

7.8

7.1

6.4

핀란드

0.9

-8.2

3.1

3.7

6.4

8.2

8.4

7.9

프랑스

0.2

-2.6

1.6

1.8

7.8

9.5

9.7

9.5

그리스

1.0

-2.0

-4.5

-3.5

7.7

9.5

12.6

15.2

영국

-0.1

-4.9

1.3

1.7

5.6

7.6

7.8

8.0

아일랜드

-3.5

-7.6

-1.0

0.6

6.3

11.9

13.7

14.6

이탈리아

기존 EU 회원국

-1.3

-5.2

1.3

1.0

6.7

7.8

8.4

8.4

룩셈부르크

1.4

-3.6

3.5

3.4

4.9

5.1

4.5

4.4

네덜란드

1.9

-3.9

1.8

1.9

3.1

3.7

4.5

4.2

오스트리아

2.2

-3.9

2.0

2.4

3.8

4.8

4.4

4.3
12.3

포르투갈

0.0

-2.5

1.3

-2.2

7.7

9.6

11.0

스웨덴

-0.6

-5.3

5.5

4.2

6.2

8.3

8.4

7.6

스페인

0.9

-3.7

-0.1

0.8

11.3

18.0

20.1

20.6

신규 EU 회원국
불가리아

6.2

-5.5

0.2

2.8

5.6

6.8

10.2

9.4

에스토니아

-5.1

-13.9

3.1

4.9

5.5

13.8

16.9

13.0

라트비아

-4.2

-18.0

-0.3

3.3

7.5

17.1

18.7

17.2

리투아니아

2.9

-14.7

1.3

5.0

5.8

13.7

17.8

15.5

말타

5.3

-3.4

3.7

2.0

5.9

7.0

6.8

6.8

폴란드

5.1

1.7

3.8

4.0

7.1

8.2

9.6

9.3

루마니아

7.3

-7.1

-1.3

0.5

5.8

6.9

7.3

7.2

슬로바키아

5.8

-4.8

4.0

3.5

9.5

12.0

14.4

14.0

슬로베니아

3.7

-8.1

1.2

1.9

4.4

5.9

7.3

8.2

헝가리

0.8

-6.7

1.2

2.7

7.8

10.0

11.2

11.0

체코

2.5

-4.1

2.3

2.0

4.4

6.7

7.3

6.8

키프로스

3.6

-1.7

1.0

1.5

3.6

5.3

6.5

6.3

전체 EU 27개국

0.5

-4.2

1.8

1.8

7.1

9.0

9.6

9.5

노르웨이

0.8

-1.4

0.4

2.7

2.5

3.1

3.5

3.5

스위스

1.9

-1.9

2.6

1.9

3.2

2.9

2.8

2.8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6.

>>

_55

In Depth Analysis
로 각각 3.5%와 2.8%를 나타냈다. 룩셈부르크와 더불어 독일은 2010년에 실업률이 감소한 유
일한 나라였으며, 실업률이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유럽국가들의 2010년 평균 실업자수는 공식적으로 약 2,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실업률은 9.6%였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2011년에도 전체 평균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업률 증가로 인해 대
다수 유럽국가들의 노동조합 교섭력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임금변동을 약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유럽의 소비자물가 및 노동생산성 변동 현황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 상황 외에도 임금교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물가와
노동생산성(Arbeitsproduktivität) 변화율이다. 특히 소비자물가와 노동생산성 변동률의 합을 통
해서 임금정책적 인상한계율(Verteilungsspielraum)이 산정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실질구매력
을 감안한 임금인상 가능범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주요한 지표로 사용된다.2)
2009년 유럽 전체의 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2.1%
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2010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국가들은 루마니아가 6.1%,
그리스와 헝가리가 각각 4.7%, 그리고 영국이 3.3%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전년 대비 소
비자물가가 감소한 나라들은 아일랜드와 라트비아뿐이었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유럽국가 전체의 2011년 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Scheuerle(2011), Tariflohnrunde 2011 - auf vernünftigem Kurs, p. 4; Pusch(2011), Lohnpolitische
Koordinierung in der Eurozone,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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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8~2011년 유럽의 물가, 노동생산성 및 인상한계율 변동 현황
(단위: 전년 대비 증감, %)


소비자물가

노동생산성

인상한계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벨기에

4.5

-0.0

2.3

3.6

-0.7

-2.4

1.5

1.6

3.8

-2.4

3.8

5.1

덴마크

3.6

1.1

2.2

2.5

-2.9

-2.2

4.2

1.6

0.7

-1.1

6.4

4.1

독일

2.8

0.2

1.2

2.6

-0.4

-4.7

3.1

1.6

2.4

-4.5

4.2

4.2

핀란드

3.9

1.6

1.7

3.6

-0.6

-5.6

3.5

2.7

3.3

-4.0

5.2

6.3

프랑스

3.2

0.1

1.7

2.2

-0.5

-1.4

1.5

0.9

2.7

-1.3

3.2

3.2

그리스

4.2

1.3

4.7

2.4

0.8

-1.3

-2.4

-0.9

5.1

0.0

2.3

1.5

영국

3.6

2.2

3.3

4.1

-0.8

-3.4

1.0

1.3

2.8

-1.2

4.3

5.4

아일랜드

3.1

-1.7

-1.6

1.0

-2.4

0.6

3.2

2.2

0.7

-1.1

1.7

3.2

이탈리아

3.5

0.8

1.6

2.6

-0.9

-2.6

2.0

0.6

2.6

-1.9

3.7

3.1

룩셈부르크

4.1

0.0

2.8

3.5

-3.2

-4.5

1.9

1.3

0.9

-4.5

4.7

4.8

네덜란드

2.2

1.0

0.9

2.2

0.6

-2.8

2.4

1.4

2.9

-1.8

3.3

3.7

오스트리아

3.2

0.4

1.7

2.9

0.5

-2.3

1.0

1.6

3.8

-1.9

2.7

4.4

포르투갈

2.7

-0.9

1.4

3.4

-0.5

-0.0

2.9

-0.8

2.2

-0.9

4.3

2.6

스웨덴

3.3

1.9

1.9

1.7

-1.5

-3.4

4.4

2.2

1.8

-1.4

6.3

3.9

스페인

4.1

-0.2

2.0

3.0

1.4

3.1

2.3

1.4

5.5

2.9

4.3

4.4

불가리아

12.0

2.5

3.0

4.3

3.5

-2.9

6.4

2.3

15.4

-0.5

9.4

6.6

에스토니아

10.6

0.2

2.7

4.7

-5.2

-4.4

8.3

0.6

5.4

-4.2

11.1

5.3

라트비아

15.3

3.3

-1.2

3.4

-5.1

-5.5

4.6

1.8

10.1

-2.3

3.4

5.2

리투아니아

11.1

4.2

1.2

3.2

3.6

-8.5

6.8

2.8

14.7

-4.3

8.0

6.0

말타

4.7

1.8

2.0

2.7

2.6

-3.1

1.4

0.7

7.3

-1.2

3.5

3.4

폴란드

4.2

4.0

2.7

3.8

1.3

1.3

3.4

2.9

5.5

5.3

6.1

6.7

루마니아

7.9

5.6

6.1

6.7

7.3

-5.4

0.5

1.3

15.2

0.2

6.6

8.0

슬로바키아

3.9

0.9

0.7

3.6

2.8

-2.3

5.5

2.9

6.7

-1.4

6.2

6.6

슬로베니아

5.5

0.9

2.1

2.6

0.9

-6.4

3.4

3.3

6.5

-5.5

5.5

5.8

체코

6.3

0.6

1.2

2.3

1.2

-3.0

3.1

2.0

7.5

-2.4

4.4

4.3

헝가리

6.0

4.0

4.7

4.0

2.1

-4.0

1.0

2.3

8.2

0.1

5.7

6.3

키프로스

4.4

0.2

2.6

3.4

0.8

-1.0

1.3

1.3

5.2

-0.8

3.9

4.7

전체 EU 27개국

3.7

1.0

2.1

3.0

0.3

-2.3

2.3

1.4

3.9

-1.3

4.3

4.4

노르웨이

3.4

2.3

2.3

1.9

-2.2

-0.8

0.6

2.2

1.2

1.5

3.0

4.0

스위스

2.3

-0.7

0.6

1.0

0.0

-4.1

0.4

-0.3

2.4

-4.7

1.0

0.7

기존 EU 회원국

신규 EU 회원국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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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 유럽 전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2.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가별로 살펴보면, 에스토니아 8.3%와 리투아니아 6.8%를 비롯하여 일부 동유럽지역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경제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에 급격한
노동생산성 감소를 경험하였다. 독일을 비롯하여 중부유럽지역의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
진 나라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 평균치 이상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
대로 그리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2010년 노동생산성이 마이너스(-2.4%)를 기록하였다. 유럽
연합위원회에서는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 감소
로 인해 2011년 유럽 전체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 및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해 2010년 유럽 전체의 평균 인상한계율은 4.3%로 나타났
다. 임금정책적 인상한계율이 높은 국가들은 에스토니아(11.1%)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로 평
균 6~10% 사이의 수치를 보였다. 서유럽지역 국가들의 2010년 평균 인상한계율은 3~5% 사
이에 머물렀으며, 가장 높게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6.4%와 6.3%의 인상한계율을 나타냈
다. 반면에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각각 2.3%와 1.7%로 가장 낮은 인상한계율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유럽지역 전체의 인상한계율 전망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
해 인상한계율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감소율이 어느 정도는 상쇄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 유럽 전체의 인상한계율은 4.4%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 협약임금 변동 현황

유럽국가들의 협약임금(Tariflöhne)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적인 통계자료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가별로 상호 비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
다. 현재 유럽지역 협약임금 비교를 위해 사용가능한 유일한 데이타는 유럽중앙은행(EZ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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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9/2010년 명목임금 변동 현황
(단위: 전년 대비, %)


서 유럽경제통화공동체(Europäische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EWU)에 속한 9개 회원국의 국가별 협
약임금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유로존(Euro-Zone) 협약임금지수가

포르투갈

있다.3)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유
로존 전체의 평균 협약임금뿐만 아니
라, 국가별로 협약임금 데이터를 집계
및 산정하여 발표한다.
독일의 협약임금 관련 데이터는 독
일 연방은행(Bundesbank: Buba)에서
산정한 임금데이터와 한스-뵈클러 재
단(Hans-Böckler-Stiftung) 산하 경제
사회연구소(WSI)에서 매년 실시된 임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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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9/2010년 실질임금 변동 현황

[그림 3] 2000~2010년 실질임금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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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임금 증가율이 2.6%(EBZ)와 2.9%(WSI)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0년에 대다수 국가들의 명목
임금 증가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변동을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유로존
국가들 대다수가 실질임금 증가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2010년 유로존 전
체의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의 2.3%(EZB)
와 2.6%(WSI)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핀란드의 실질임
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히려 실
질임금이 각각 -1.6%와 -0.1%로 감소하였다. 한편, 독일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0.4%(Buba)와
0.6%(WSI)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상위권 그룹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10년(2000~2010년) 동안 유로존 지역의 실질임금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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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핀란드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실질임금이 23%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약 17% 그리고 스위스가 약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 임금데이터 출처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사회연구소(WSI) 산정에 따르
면 지난 10년 동안 5.7%의 실질임금 증가가 있었으며, 연방은행(Bundesbank)의 산정자료에 따
르면 단지 1.1%의 실질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유로존
전체의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독일 연방은행의 데이터를 통해 산정한 유럽중앙은행(EZB) 자
료에 따르면 약 3.6% 그리고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의 데이터를 통해 산정한 결과 약 6.3%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의 유효임금 변동 현황

유효임금(Effektivlöhne)이란 단체협약을 기초로 한 협약임금(Tariflöhne) 이외에 경제전체에
걸쳐 실제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유효임금에는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협약임금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이나 기타 상여금 지급액 등이 모두 포괄된다. 따라서 유
효임금은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경기호황시에는 협약임금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렇듯 실제 협약임금과 유효임금의 차이를 바로 임금드리프트
(Lohndrift)라 일컫는다.4) 특히 유효임금은 근로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초과근무는 양(+)의 임금드리프트, 반면에 조업단축은 음(-) 임금드리프트 결과로 작용
한다.
2010년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명목유효임금(effektive Nominallöhne) 증가율은 2.1%로 전
년도의 1.6%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명목유효임금 증가율이

4) http://www.wirtschaftslexikon24.net/d/effektivlohn/effektivloh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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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8~2011년 유럽의 유효임금변동 및 임금수지 현황


(단위: 전년 대비 증감, %)
명목유효임금

임금수지율1)

실질유효임금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벨기에

3.6

1.8

1.1

3.1

-0.9

1.8

-1.3

-0.4

-0.1

4.2

-2.7

-2.0

덴마크

3.6

2.4

2.7

1.7

0.0

1.3

0.5

-0.8

3.0

3.5

-3.7

-2.4

독일

2.0

0.2

2.2

2.7

-0.8

-0.0

1.0

0.1

-0.4

4.7

-2.0

-1.6

핀란드

5.1

1.7

2.0

2.8

1.2

0.1

0.3

-0.8

1.8

5.7

-3.2

-3.5

프랑스

2.4

1.6

2.3

2.0

-0.8

0.5

0.6

-0.3

-0.3

2.9

-0.9

-1.2

그리스

7.0

3.6

-3.5

-1.0

2.8

2.2

-8.2

-3.4

2.0

3.6

-5.8

-2.5

영국

1.5

2.5

3.2

2.8

-2.2

0.4

-0.1

-1.4

-1.4

3.7

-1.1

-2.7

아일랜드

3.4

0.0

-1.9

-0.3

0.3

1.7

-0.3

-1.3

2.7

1.1

-3.5

-3.5

이탈리아

3.8

1.5

2.0

1.5

0.3

0.8

0.4

-1.1

1.2

3.4

-1.7

-1.6

룩셈부르크

2.1

1.8

1.6

2.0

-2.0

1.8

-1.2

-1.5

1.2

6.4

-3.1

-2.8

네덜란드

3.6

2.2

1.1

2.9

1.4

1.2

0.2

0.6

0.8

4.0

-2.2

-0.8

오스트리아

3.2

2.3

1.6

2.5

0.0

1.9

-0.1

-0.3

-0.5

4.2

-1.1

-1.9

포르투갈

3.0

3.3

1.5

-0.3

0.4

4.2

0.1

-3.6

0.8

4.2

-2.8

-2.9

스웨덴

1.5

1.3

2.7

2.8

-1.8

-0.7

0.8

1.1

-0.3

2.7

-3.6

-1.0

스페인

6.4

4.1

0.7

0.9

2.2

4.3

-1.3

-2.1

0.8

1.2

-3.6

-3.5

기존 EU 회원국

신규 EU 회원국
불가리아

16.3

9.4

7.2

7.1

4.4

7.0

4.2

2.8

0.9

9.9

-2.2

0.5

에스토니아

10.1

-3.3

-0.2

4.4

-0.5

-3.5

-3.0

-0.3

4.8

0.9

-11.3

-0.9

라트비아

15.7

-12.2

-6.5

1.5

0.5

-15.4

-5.2

-1.9

5.6

-9.9

-9.9

-3.7

리투아니아

14.3

-11.1

-1.3

3.4

3.2

-15.3

-2.5

0.2

-0.4

-6.8

-9.3

-2.6

말타

4.9

2.9

-1.7

2.0

0.2

1.1

-3.7

-0.6

-2.4

4.1

-5.2

-1.3

폴란드

8.9

2.9

4.7

5.9

4.7

-1.1

2.1

2.1

3.4

-2.4

-1.3

-0.8

루마니아

31.9

-6.6

1.3

2.2

24.0

-12.2

-4.7

-4.5

16.7

-6.8

-5.3

-5.9

슬로바키아

6.9

5.0

2.7

3.9

3.0

4.1

2.0

0.2

0.2

6.4

-3.5

-2.7

슬로베니아

7.0

1.6

4.1

2.4

1.4

0.8

2.0

-0.1

0.5

7.1

-1.5

-3.4

체코

6.3

0.4

2.9

2.5

0.1

-0.2

1.7

0.2

-1.1

2.8

-1.4

-1.8

헝가리

7.0

-2.2

-0.2

2.6

1.0

-6.2

-4.9

-1.4

-1.2

-2.2

-5.9

-3.7

키프로스

2.3

3.2

2.8

3.8

-2.0

3.1

0.3

0.4

-2.8

4.1

-1.1

-0.9

3.2

1.6

2.1

2.3

-0.5

0.6

0.0

-0.8

-0.7

2.9

-2.2

-2.2

노르웨이

6.2

3.6

3.8

3.5

2.7

1.3

1.5

1.6

5.0

2.1

0.8

-0.5

스위스

2.9

0.9

-1.1

4.1

0.5

1.6

-1.8

3.1

0.5

5.6

-2.1

3.4

전체 EU 27개국

주주: 1) 임금수지율(Verteilungsbilanz) = 명목임금 증가율 - 인상한계율(Verteilungsspielraum)
자료: Schulten, WSI Mitteilungen 7/2011,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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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국가들로는 주로 동유럽지역의 불가리아가 7.2%, 폴란드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4.7%와
4.1%로 나타났다. 서유럽지역의 명목유효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영국이 3.2%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독일의 2010년 명목유
효임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2.2%로 유럽 전체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는 반대로 라트비아(-6.5%)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지역 국가들과 그리스(-3.5%) 및
아일랜드(-1.9%)의 경우 오히려 명목유효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의 임
금감소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위기 극복 및 공공부문 채무증가의 해결책
으로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공공부문의 임금축소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심한 경우 약 30%
까지 임금축소를 실시한 경우도 있다.
협약임금의 발전 동향과는 달리 유효임금은 200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증가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조업단축의 증가와 이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
해 협약임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명목유효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벨기에,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2010년에 접어들면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조업단축 규정들이 만료되어 조업단축이 감소하고 근로시간
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유효임금이 협약임금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2011년 유럽 전체의 명목유효임금 증가율은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의 유효임금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인 2.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0년의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인해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실질유효임금(effektive
Reallöhne)은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유럽연합 전체 27개국 중에서 13개 국
가들과 비회원국인 스위스의 경우 오히려 실질유효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특히 가장
큰 감소치를 보인 나라는 역시 그리스로 실질임금이 8.2%나 감소하였다. 물론 유럽 전체의 평
균 실질유효임금 증가율은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정체(0.0%)되
어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2011년에도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될 것
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전체 27개국 중 18개 국가에서 실질유효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유럽 전체의 평균 실질유효임금 증가율은 그리스, 포르투갈 및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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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의 실질임금 손실 전망으로 말미암아 -0.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독일의 경우 실질
유효임금이 약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명목유효임금 증가율과 <표 2> 상의 인상한계율의 차이를 통해 계산되는 임금수
지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 유럽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럽의 어느 국가
도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산정되는 인상한계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명목
유효임금 증가율을 보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 전체의 평균 임금수지율은 -2.2%
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마이너스 수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맺음말

유럽의 임금변동 현황을 종합해 보면, 2010년 유럽 전체의 실질유효임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0.0%)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및 스페인과 같이 국가부도 사태에 직
면할 정도로 유럽 경제위기의 핵심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경우 실질임금 감소율이 더 높을 것
으로 예상되며, 동유럽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임금변동이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독일과 같이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국가들의 경우에도 경제 전체적인
임금증가율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유럽 내 국가들의 임금변동
추이는 유럽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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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쟁점
구미영 (버벡대학교 인권법 석사과정)

█

호출형 근로의 개념과 고용실태

영국에서 호출형 근로란,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부정
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1) 호출형 근로

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zero-hour contract’ workers, ‘as and when’ workers,

‘regular casuals,’ ‘key time workers,’ ‘reservists,’ and ‘min-max’ workers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

노동법 관련 문헌에서는 통상 casual worker, on-call worker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정근로
시간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인 호출
형 근로자의 특징은 위와 같은 명칭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의 일용직 근로자도 호출형으로 볼 수 있으나, 일거리 및 근로의 제공에 관한 일반적인
호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영국 노동법상의 호출형 근로 개념과 구별된

다. 가령 영국의 한 발전소 단체견학 가이드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발전
1) Craven, Robyn, Ryan Hunting, Julie McClelland, & Nathan Woodcock(2010), Persons without a

Contract of Employment Performing Work Personally, European Working Group of Labour Law UK
Report, pp. 20.
2) Trades Union Congress(2007), Response to Fairness at Work White Paper . http://www.tuc.org.uk/
congress/tuc-2065-f0.cfm에서 2011.7.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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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단체견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그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
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은 크게 두 가지 수준의 내용-사
용자가 호출하면 근로자가 이에 응할 의무(또는 노력의무)를 규정한 호출계약/ 일거리가 제공
되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다.3) 전자와
같은 일반적인 호출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일용직 근로자의 사례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흔치 않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시간
을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요양기관과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서 근로시간
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호출형 근로자와 가장 비슷하다. 영국에서는 외식, 호텔, 배달,
제조업, 스포츠 산업에서 편집, 마케팅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과 직종에서 호출계
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4) 영국에서 호출형 계약은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함께 활
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호출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파견업체나 소
개업체를 통해 호출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흔하게 발견된다.
호출계약은 일거리 제공 의무와 수락의무를 규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는 관련 업무가 있으면 일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는 내용의 호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호출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영국 판
례의 입장이다.5) 그런데 양방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이 호출계약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노동법상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가 있
을시 당해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호출계약이다. 그 결과 호출계약 자체만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사용자)와 근로를
제공할 의무(근로자)가 성립하지 못한다. 일거리를 제공받지 못할 위험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지 못할 위험은 사용자에게로 나누어서 분담되어 있다. 구속력 없는 호출계약은
3) Collins, H.(2000), “Rights of Casual Workers,” Industrial Law Journal 29(1), p. 74.

4) Leighton, Patricia & Richard W. Painter(2001), “Casual Workers: Still marginal after all these years?,”

Employee Relations 23(1), p.78.
5)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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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것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실익이 있는
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Hugh Collins는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상 약속하길 원치
않으면서도 매번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나설 수고를 덜고 싶은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받을 기회 혹은 가능성을 호출계약을 통해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용자들
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근로기준 관련 법률 준수에 따른 부담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풀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6)
위의 설명처럼 하나의 거래 상대방에게 전속되고 싶지 않아서 호출형 근로를 자발적으로 선
택하는 근로자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노동시장으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학생 같은 집단에
게 호출형 근로는 즉시적으로 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
영업자의 지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사용자의 선택
을 따라야만 했던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하나의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언제든 일거리가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인 경우이다. Patricia
Leighton과 Richard W. Painter는 일정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도
노동법상 부담을 피하고 싶은 사용자의 변칙적인 인력운용 방식이라고 호출형 근로를 설명한
다.7) 계약상으로는 양방의 누구든 종료할 수 있지만, 일거리의 공급을 예측하기 어려운 근로자
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장래에 일
거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대등하고 자유로운 계약 관
계이나 여전히 근로계약 관계처럼 불균형한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호출형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자유로운 선택
의 결과라는 설명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Patricia Leighton과 Richard W. Painter
는 보험적용, 모기지, 신용평가, 휴일, 휴가, 임금, 산재보험, 기업연금,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 제

6) Collins, H., 앞의 논문, p. 73.
7) Leighton, Patricia & Richard W. Painter, 앞의 논문,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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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출형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한다고 설명한다.8) 근무시간
이 예측불가능함에 따라 임금수준도 불안정하고, 그 결과 호출형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해
서 가정생활 등의 사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다.9)

█

호출형 근로를 둘러싼 법적 쟁점

근로자성 여부
영국의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자(employee), 노무제공자(worker) 해당 여부에 따라서 각종
보호법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부당해고 금지규정이나 경영상 해고시 보상 규정 등은 근
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관
련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에 해당하는가는 호출형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영국 판
례는 지휘 통제, 경제적 의존성, 대체고용 가능성, 조직에의 통합성, 의무의 상호성(mutuality of
obligation), 자기 사업의 운영 여부 등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또는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왔다.10) 이러한 지표 중 호출형 근로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의
무의 상호성 요건이다. 일거리 제공 의무와 이를 수락할 의무가 결여된 호출계약을 근로계약으
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8) Leighton, Patricia & Richard W. Painter, 위의 논문, pp. 76~77.

9) Bone, John(2006), “‘The Longest Day’: ‘Flexible’ Contracts, Performance-Related Pay and Risk
Shifting in the UK Direct Selling Sector,”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0(1), pp. 109~127;
McCann, Deirdre(2009), Regulating Flexible Work, p. 37에서 재인용.
10) 이승욱(20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노동법연구』 제19호,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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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의 경향
호출형 근로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의무의 상호성 요건을 최초로 적용한 판결이 오켈리
(O’Kelly) 사건 판결이다.11) 사용자인 호텔에 연회가 있을 경우 서빙을 하는 웨이터들은 보통 정
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정규 임시직(regular casua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호출형 근로를
하였다. 호텔은 정규 임시직 웨이터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출할 정규 임시직 웨이터 44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호텔은 불규칙하게 근무하고 기능도 떨어지는 200~300명의 다른 웨이터
들에 비해 정규 임시직 웨이터들을 선호하였다. 정규 임시직 웨이터들은 다른 임시직 웨이터와
같은 시급을 받았지만, 일거리의 정규성으로 인해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의 호
출계약에서는 호텔이 일거리를 제공할 의무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의무도 양방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려던 웨이터들의 시도가 호텔측에 노출되면서, 호
텔은 노조와 관련된 웨이터에게 일거리를 더 이상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측에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용자측에서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은 근
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웨이터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지휘 통제, 경제적 종속성, 대체인력 고용 여부 등의 다른 지표들은 문제되지
않았다. 의무의 상호성 요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양태는 기존 판례의 지표에
부합됐기 때문이다. 항소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정규 임시직 웨이터는 거
의 매주 일을 했으며(최소 주당 3시간에서 57시간까지), 소송 직전 연도에는 2주를 제외하고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를 제공했던 5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31시간이었
다. 정규직 근로자에 못지않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온 것이다. 또한 근로를 제공
하는 기간 동안에는 호텔 조직의 일부로서 업무에 대한 지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었
다. 호텔은 매주 또는 격주로 업무별 담당 웨이터의 명단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정규 임시직
웨이터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명단에 오른 웨이터가 업무에서 빠

11) O’Kelly v. Trusthouse Forte plc [1983] IRLR 369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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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려면 매니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징계와 관련해서도 정규직의 징계 절차
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12)
고용심판소는 근로계약에는 양방을 구속하는 의무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 사건 호출계약에
는 그러한 상호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호출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웨이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고용심판소 항소부는 상호의무성 요건을 들어 근로계약이 성립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항소부는 노무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노
무를 제공하지 않은 휴지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전체적인 호출계약이 근
로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1심 결정에 동의하지만, 노무를 제공한 각각의 기간에는 근로계
약이 성립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고용심판소 항소부의 결정을 파
기하면서, 고용심판소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하였다. 사용자가 일거리를 제공하고 근
로자는 이를 수락해야 할 쌍방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 하였다.13)
오켈리 사건 판결 이래로 호출형 근로에 대하여 상호의무성 요건에 근거하여 근로자성을 부
인하는 판례가 계속되었다. 부두 근로자,14) 호출형 간호사(bank nurse),15) 견학 안내원16) 등의 다
양한 직종에서 비슷한 판례가 계속되었다. 이 중에서 견학 안내원 관련 사건(카마이클 사건)은
오켈리 사건 판결 이래로 법조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다. 카마이클 사건
의 원고들은 발전소의 단체견학 안내 업무 호출에 응한다는 계약을 1989년에 체결하였다. 계
약서에는 호출형으로 일거리를 제공받아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안내
원은 협정에 따른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유니폼을 지급받고 발전소가 제공하는 교육훈

12) 항소법원 판결문, pp. 34~35.
13) McCann, Deirdre, 앞의 논문, p. 20.
14) Hellyer Bros Ltd v. McLeod [1986] ICR 122.
15) Clark v. Oxfordshire Health Authority [1998] IRLI 125 (CA).
16) Carmichael and others v. National Power Plc [2000] IRLR 43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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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받았다. 처음에는 주당 평균 서너 시간 정도만 근무했으나, 1995년에는 주당 25시간 정도
를 근무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은 근로자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에 따라서 자신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서면 형식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고용심판소는 오켈리 사건 판결을 인용하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지기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호출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17) 반면에 항소법원은
이 사건 호출계약에 낮은 수준의 상호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호출형 안내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장래에 가능한 일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조건이 허락하면 이
를 수락해야 할 의무를 양방에 과하기 때문에 상호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근로계약이라고 판시
하였다. 귀족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고용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당해 호출계
약에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장래에 근로자가 제공할 가
능성이 있는 근로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정한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귀족원은 근로계
약에 비해 더 유연성이 있는 호출계약이 양방 당사자의 욕구(자유로운 시간사용과 유연한 인력
활용)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18) 계약 당사자들의 욕구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계약 내
용이라면 이에 반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귀족원의 입장이었다.19)

위 두 판례에서 알 수 있듯 영국 판례는 상호의무성 요건이 “근로계약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

수요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20) 이러한 상호의무성 요건은 이익 및 위험에 대한 부담이
모두 사용자에게 있으면 근로자, 그렇지 않으면 독립사업자로 본다는 근로자성 판단기준(risk

17) 카마이클 사건 1심과 최종심 판결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H. Collins와 Davies는 근로를 제공하는 각각의 기간
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Collins, H., 앞의 논문; Davies, A.C.L.(2007),
“The Contract for Intermittent Employment,” Industrial Law Journal 36(1).

18) Fredman, Sandra(2006), “Precarious Norms for Precarious Workers,”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p. 191.
19) Craven, Robyn, Ryan Hunting, Julie McClelland, & Nathan Woodcock, 앞의 보고서, p. 17.
20) Nethermere (St Neots) Ltd v. Taverna and Gardiner [1984] IRLR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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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된다.21) 일거리 제공 및 수락 의무가 없는 호출계약은 관련된 위험
을 양방에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근로계약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상호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영국 판례가 예외적으로 허
용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상으로는 일거리 수락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장된 근로계약(sham contract)의 성립을 인정한다.22) 쉴라기(Szilagyi)
사건에서 원고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다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판이 제공돼야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업무의 수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계약을 해지당했는데,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정상적인 계약문서라면 그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나, 당해 계약이 양방간의 진정한 관계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일방이 주장한다면 법
원은 그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호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없다는 이 사건 계약서
의 내용은 양방간 관계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23) 이 판결은 호출계약의 형식적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까지도 검토함으로써
호출근로 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근로자를 위장계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
를 갖는다.24)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처럼 일거리를 수락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됐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호출형 근로자가 위장계약 여부 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켈리 사건 사용자처럼 더 훌륭한 정규호출 웨이터에게 일거리를 더 배분하느라 원고
인 웨이터에게 일거리 공급이 중단됐을 뿐 노조활동 때문에 호출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근로자측에서 반대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 학계의 비판
영국 판례의 상호의무성 요건은 호출형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21) Davies, A.C.L., 앞의 논문, p. 104.
22) Craven, Robyn, Ryan Hunting, Julie McClelland, & Nathan Woodcock, 앞의 보고서, p. 18.
23) [2009] I.C.R. 835 (CA (Civ Div)).

24) Davies, A.C.L.(2009), “Sensible Thinking about Sham Transactions,” Industrial Law Journal 38,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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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장애물이다. 위장된 근로계약임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면 내용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
으나 호출형 근로자가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
에 대하여 학계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는 실태에도 불
구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켈리 사건, 카마이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출형 근로는 업무상 지휘감독, 경제적 의존
성, 조직에의 통합도 등의 측면에서 근로계약 관계와 같은 실태를 보인다. 또한 오켈리 사건의
원고는 거의 매주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노무 제공 양태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구속력 있는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호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인
정의 가능성이 차단돼 있다. 게다가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호출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보다는 노무비용 절감이라는 사용자측 유인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비전형적인 계약 형태를 이용하여 노동법상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를 규율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Sandra Fredman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자세한 지휘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호
의무성 요건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25) 호출형 근로
의 실태를 보면 지속적으로 일거리가 제공되고 이를 수락하는 계속성이 보인다. 따라서 카마이
클 사건 항소심 판결처럼 낮은 수준의 상호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고 주장한다. Patricia Leighton과 Michael Wynn은 계약상 상호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자가 사용자의 요구로부터 받는 압력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사용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여 일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판례의 협소
한 ‘의무’ 개념으로는 근로자가 받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압력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26)

25) Fredman, Sandra, 앞의 논문, pp. 190~191.

26) Leighton, Patricia & Michael Wynn(2011), “Classifying Employment Relationships-More Sliding
Doors or a Better Regulatory Framework?,” Industrial Law Journal 40(1),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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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es와 Freedland는 노무제공자(worker) 해당 여부가 문제될 때에도 의무의 상호성 요건이
필요한지 비판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근로자 개념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은 노무제공자 개념의 입법 취지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출
근로자가 노무제공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의무의 상호성 요건을 적용하지 말 것을 주
장한다.27)
이에 더 나아가 Collins는 근로자성의 요건으로 상호의무성이 꼭 필요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
지 의문을 제기한다. Collins는 계약법에서는 계약에 특정 수준 이상의 의무를 담을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호의무성 요건은 노동법 판례가 특이하게 고안해낸 기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양방이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
다는 계약법의 일반 원리가 노동법 영역에서 굳이 부정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28) Collins는
근로계약이라 해서 꼭 상호의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호출형 근로자의 근로실태상 근
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호출형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있
어서 의무의 상호성 요건은 잘못 설정된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각종 노동법률 규정의
적용에 요구되는 계속 근로기간 요건이 호출형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한다.

호출형 근로자의 근속기간 산정
호출형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건너야 할 관
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위에서 Collins가 지적했듯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휴지기를 근속기간
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권리법 제212(3)조는 질병, 업무가 임시적
으로 중단된 경우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29) 호출형 근로에서의 휴지

27) Freedland, M.(2003),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p. 478; Davies, A.L.C., 앞의 논문, p. 105.
28) Collins, H., 앞의 논문, pp. 74~75.
29)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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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기간이 제212(3)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임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여러 판례들
에서 다퉈졌다. Davies는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 이를 엄밀하게 계약적 측면에서 입증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212조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
했을 때 호출형 근로자의 휴지기를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0) 판
례 역시 호출형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제212(3)조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31) 프라터
(Prater)사건 판결이 대표적인 예로 호출형 방문교사의 근속기간 계산이 문제된 사건이다.32)
이 사건의 근로자는 콘월 지역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질병이나 정학 등으
로 인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학생들의 학습을 방문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근로자는
콘월 지자체와 호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0년 동안 사용자측의 일거리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
1998년 프라터 씨는 콘월 지자체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권리법에 근거하여

‘근속기간이 시작된 날짜’가 명시된 자신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호

Employment Rights Act of 1996
212. Weeks counting in computing period.
...
(3) Subject to subsection (4), any week (not within subsection (1)) during the whole or part of which an
employee is-.
(a) incapable of work in consequence of sickness or injury.
(b) absent from work on account of a temporary cessation of work, [F2or].
(c) absent from work in circumstances such that, by arrangement or custom, he is regarded as
continuing in the employment of his employer for any purpose, F3. …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unts in computing the employee’s period of employment.
(4) Not more than twenty-six weeks count under subsection (3)(a) … between any periods falling
under subsection (1).

30) Davies, A.C.L.(2006), “Case Comment: Casual workers and continuity of employment,” Industrial Law

Journal 35(2), p. 196.
31) Leighton, Patricia & Richard W. Painter, 앞의 논문, p. 82.
32) Cornwall CC v. Prater [2006] EWCA Ci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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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형 근로를 하던 시기의 휴지기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나누어짐에 따라 서로 다
른 근속기간의 시작 시기를 주장하게 되었다. 사용자측은 근속기간이 1998년에 시작되었다는
입장이고, 근로자측에서는 제212조에 근거하여 호출형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근무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호출형 근로시기에는 상호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사용자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고용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제21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용자측이 인용하는 오켈리 사건 판결 등은 제212조의 적용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호출근로 사이의 휴지기는 제212(3)
의 임시적인 업무 중지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시사점

영국의 호출형 근로는 일정 수준과 자격을 갖춘 인력 풀(pool)을 이용하면서도 노동법상 책
임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의 결과이다.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호출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영국과 같은 호출형 근로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
다. 영국의 호출형 근로는 한국의 일용직이나 반복 갱신 기간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기간을 아우르는 호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근로제공 기간이 기간제에 비해 매우 짧다는 점에
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조직화도 안 된 취약집단이
기 때문에 아예 노동법적 분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의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는 유연성을 목적으로 고용관계
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노동법적 쟁점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영국의 판례는 기존의 노동시장
(정규직 중심)을 상정한 노동법 해석이 불안정하고 비전형적인 고용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한계
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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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계약업체에
적용되는 노동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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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진 (미국 Berry & Berry 변호사사무소 노동법전문변호사)

█

머리말

대부분의 미국 노동법1)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일반적으
로 널리 알려진 노동법들과 달리 어떤 노동법들은 정부 계약업체에만 적용된다. 정부 계약업체
에만 적용되는 법으로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령도 있다. 의회가 제정한 법과
달리 대통령령의 경우는 행정부가 바뀌고 노동 정책이 바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는 먼저 정부 계약업체들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살펴보고,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바
뀌면서 변화가 생긴 대통령령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정부 계약업체에 적용되는 법2)

아래에 소개할 네 가지의 법은 정부 계약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1) 이러한 일반적인 노동 법규로는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시민권리법 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장애인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등이 있다.
2) 미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dol.gov/opa/aboutdol/lawsprog.htm#govt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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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최저임금
만 지불하면 되지만, 정부 계약업체들은 각 법의 규정에 따라 FLSA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이
상을 지불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Davis-Bacon Act3)
Davis-Bacon Act는 2,000달러가 넘는 규모의 연방정부 건설공사 일을 맡아 하는 기업의 경
우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과 혜택(prevailing wages and benefits)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적정임금은 노동부에서 결정한다. Davis-Bacon Act 외에도 의회는 보조금, 대출, 대출 보
장, 보험을 통해 정부 건설공사에 기여하는 60여 개의 법 조항에 적정임금 조항을 추가하였다.
적정임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나는 일반적 임금 결정(general wage determinations)
으로 이 임금은 지역과 일의 종류를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 건설 일을 맡게 된 계약업체가 일반
적 임금 결정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따로 노동부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임금 결정(project wage determinations)인데 이는 계약업체의 요청
에 따라 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임금수준으로 그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180일이다.
유효기간 연장 없이 만약 유효기간 내에 이 임금 결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 임금 결
정은 무효로 돌아간다. 일반적 임금 결정은 해마다 업데이트된다.
Davis-Bacon Act가 적용되는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계약업체는 정부 계약업체들이
Davis-Bacon Act에 따라 적정임금을 지불할 법적인 의무를 서술해 놓은 포스터를 건설 현장
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포스터가 비치되어 있어야 노동자들이 자신이 법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Davis-Bacon Act의 적정임금은 견습생이나 단순 보조 인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예
외 규정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습생 프로그램은 엄격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
다. 단순 보조 인력의 경우에는 이들의 업무가 일반 건설 노동자들의 업무와 확연히 구별되어

3) Davis-Bacon Act의 참고 자료. http://www.gpo.gov/davisbacon/referencem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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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그러한 단순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관행이 그 지역에서 일반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훈
련받는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적정임금은 관리직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 그 경우에도 관리직이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현장 노동을 위해 사용한다면 적정임금을 지
불해야만 한다.
적정임금이 실제 지역의 적정임금을 반영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의 적정임금 결정에 대해 항
소할 수도 있다.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4)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SCA)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미정부에
2,500달러 규모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이다. Davis-Bacon Act
와 마찬가지로 SCA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과 혜택을 제공해야만 한다.
적정임금은 노동부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또한 SCA가 적용
되는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SCA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정부는 적정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으며, 차후 3년간 정부 계약 참가를 금지
시킬 수 있다.
Davis-Bacon Act가 적용되는 건설 노동자들과 달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팁을 받는 경우가 있
다. 그런 경우 팁을 적정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달려 있다. 먼저 팁의
규모는 한 달에 30달러가 넘어야 하며, 노동자들이 팁의 전부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고용주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팁을 합쳐서 적정임금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Davis-Bacon Act와 마찬가지로 SCA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SCA에 대한 정보
를 포스터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4) 미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dol.gov/compliance/laws/comp-sca.htm

80_

2011년 9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5)
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PCA)는 미정부에 각종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에 적용되
는 법이다. 미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10,000달러 이상의 자재를 생산, 조립, 취급, 배송하는 기업
은 노동자들에게 연방 최저임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PCA는 관리직, 전문직, FLSA의 최저임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부 영업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도 적용되지 않는다.

The 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
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CWHSSA)는 100,000달러가 넘는 규모의 서
비스나 건설 계약업체들에 한해 적용되는 법으로, 이 법은 해당 업체들이 40시간이 넘는 노동
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5배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법은 운송업체, 정보를 다루는 업체, 일반적
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다루는 업체, PCA가 적용되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앞서 언급한 법들은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제정된 법들로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이러한 의회에서 제정한 법과 달리 미 행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
계약업체들에 추가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령은 행정부가 바뀌고 정
책이 바뀜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통령령

5) 미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dol.gov/compliance/laws/comp-pc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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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령을 간략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부시 행정부의 대통령령
부시 행정부는 취임 직후인 2001년 2월 17일, 4개의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대통령령 13201: Notification of Employee Rights Concerning Payment of Union Dues or Fees6)

‘노조가입비 지불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통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대통령령은 계약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 (2) 노동조합의 일원이 아니면서 노조비를
내야 하는 노동자들은 단체교섭, 계약 관리, 고충처리 관련 활동과 관계없는 노조 활동을 지원
하는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됨을 포스터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대통령령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 처음 공포되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 때 폐지된 것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되살린 것이다. 이 대통령령이 요구하는 포스터는 연방 노동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나 노조에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령 13202: Preservation of Open Competition and Government Neutrality Towards Government
Contractors' Labor Relations on Federal and Federally Funded Construction Projects7)

‘열린 경쟁과 계약업체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중립성 보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대통령

령은 노조가 조직된 업체를 정부 입찰시 더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대통
령령 13201과 마찬가지로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 처음 공포되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 때
폐지되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시 되살렸다.

6)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1
7)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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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3203: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and Presidential Memorandum Concerning LaborManagement Partnerships8)

‘노사 파트너십에 관한 대통령령과 대통령 메모 폐지’라고 이름 붙여진 이 대통령령은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령을 폐지하는 법령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통령령은 국가파
트너십위원회(National Partnership Council)를 설립하고 정부 부처들에 노사 파트너십 정립을
요구했다. 국가파트너십위원회는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국장, 노동부
차관, 연방노동관계위원회(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의장, 연방 공무원노조인 미국공
무원협회(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회장,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전국
노동자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AFL-CIO) 대표, 각종 공무원노조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경영진은 몇몇 경영 분야의 결정에 노조의 대표들을 참여시켜야 했다. 대통
령령 13203은 이러한 빌 클린턴 시절의 대통령령을 폐지한 것이다.

대통령령 13204: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on Nondisplacement of Qualified Workers Under Certain
Contracts9)
이 대통령령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령을 폐지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령은 정부 건물 관리 서비스 업체들에게 새로 정부 계약을 수주했을 경우 기존 노동자들
이 고용되는 것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일자리를 외부에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규
정은 관리직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8)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5
9)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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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령
대통령령 13494: Economy in Government Contracting10)
이 대통령령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쓰는 비용을 정부에 청구
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비용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 법률 자문가나 컨설
턴트를 고용하는 비용, 관련 회의를 주관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령은 정부 계약업
체가 노동조합 없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비용을 온전히 계약업체에서 부담하게 만든다.

대통령령 13495: Nondisplacement of Qualified Workers Under Service Contracts11)
이 대통령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통령령 13204를 폐지하고, 새롭게 정부 계약을 수주한
계약업체가 이전 업체의 직원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여한 빌 클린턴 시절의 대통령령을 부활시
켰다. 새 계약업체는 이전 업체의 직원들에게 새 계약업체를 위해 일할 것인지 고려할 수 있도
록 10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새 계약업체는 이전 업체의 직원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유
지할 권리를 주어야 하지만, 이전 업체가 고용한 직원들보다 적은 수를 고용할 수는 있다. 그리
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은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령은 실제로 노조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에 따르면 새 업체가 이전 업체의 대다수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기존 업
체의 노조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새 계약업체는 기존 계약업체
의 노조를 인정해야 된다.

10)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9_register&position=all&page=6101
11)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9_register&position=all&page=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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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3496: Notification of Employee Rights Under Federal Labor Laws12)
이 대통령령은 정부 계약업체들에게 직원들에게 전국노동관계법(NLRA)하의 권리를 알려줘
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즉 사업장에 비치되어야 할 공고는 단체교섭 권리, 노조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주 계약업체는 하청업체들에도 같은 공고
를 비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미정부 계약업체에 적용되는 다양한 노동법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
서 설명한 것처럼 의회에서 제정한 네 종류의 법은 정부 계약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과 최저임금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령 역시 정부 계약업체에 별도의 노동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바뀌어져 왔다. 조지 W.H.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순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정
부 계약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정 역시 그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령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과 달리 언론이나 대중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해당 행정부의 정책
성향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2012년에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오바마 행정부가 연
임하느냐, 아니면 새로이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느냐 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굵직굵직한 법안뿐 아니라
대통령령에도 주목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12)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9_register&position=all&page=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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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시장에서
이민 청년들의 현주소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과정(노사관계))

█

머리말

지난 8월 초 영국 런던 일부 지역을 비롯해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등지에서 발생한 상점
약탈과 방화 사건1)은 닷새 만에 외견상으로는 막을 내렸고, 체포된 2,006명 중에 1,135명이 기
소됐다.2) 이번 사건은, 연립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시위 때
와는 다르게, 주동세력도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거
주지 인근의 혹은 시내 중심가의 상가를 털고 방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건 발생 당
시에는 한 흑인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종 갈등이 주요인으
로 꼽혔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만표출 형태, 즉 상점 약탈과 방화, 이에 대한 모방효과(copy-cat
effect)까지 낳으면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더 다양한 분석을 낳게 했다. 도덕적 붕괴에서부터 과
도한 소비주의까지, BBC는 다양한 분석을 소개했다3): 복지혜택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비롯

1) 대다수 언론은 이번 사건을 폭동(riots)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글은 “사회ㆍ경제적 영역에서 불만
의 누적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운동이고, 경제적 갈등을 축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 폭동

과 같은 ‘적대적인 용어’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박노자(2011)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
만 이 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사건’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택하였다.

2) 영국 경찰청 발표, BBC, 2011년 8월 25일자, ‘London riots arrests reach 2,000, Met Police says.’
http://www.bbc.co.uk/news/uk-1466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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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를 상대로 무엇이든 요구해도 된다’고 여기는 문화; 사회가 제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
다고 여기는 사회적 배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부성의 결핍; 연립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에 따
른 부정적 반향; 취약한 치안행정; 인종주의; 갱스터 랩과 갱 문화; 단지 소비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쇼핑 폭동;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 충동을 함
께 느끼는 기회주의; 소셜 네트워킹의 파워 등이 그것이다. 사건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접어두더라도, “이번 폭동은 ‘가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캐머
런 총리의 분석과 달리 분명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에는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다4)는 것이다.
이 글은 이민 청년층들에 대한 사회 및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지속되는 불안정성 등이 이
번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사건이 발생한 주요 지역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다. 이어 이민자들 중에서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민족 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 청년들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바탕으로 청년 이민층
들이 ‘일자리’를 둘러싸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

사건 가담자들,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

최근 가디언은 유례없이 법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 1,000여 명에 관한
자료를 받아 그들이 사는 지역간의 관계를 분석했다.5) 이에 따르면, 우선 런던 지역에서는 사건
가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혹은 인근 지역의 가게와 상점들을 약탈한 반면, 버밍엄
과 맨체스터 등지에서는 도시의 변두리나 그 지역의 위성지역에 살고 있다가 도심으로 몰려와

3) BBC, 2011년 8월 11일자, ‘The competing arguments used to explain the riots.’ http://www.bbc.
co.uk/news/magazine-14483149

4) Guardian, 2011년 8월 19일자, ‘England rioters: young, poor and unemployed.’ http://www.
guardian.co.uk/uk/2011/aug/18/england-rioters-young-poor-unemployed
5) Guardian, 2011년 8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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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탈과 방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담자들의 특성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로 가난하고
궁핍한 지역의 출신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디언이 입수한 데이터를 분석한 알렉스 싱글톤(Alex
Singleton) 교수에 따르면, 가담자 10명 중 4명(41%)은 영국에서 가장 궁핍한 지역 10곳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또한 가담자의 66%는 세계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직전인 2007년에서 위
기가 심화된 2010년 사이에 더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알려진 것처럼 사건 가
담자들은 주로 청년 남성이었다. 런던 지역 내 법정에 출두한 용의자들 가운데 66%는 25세 미
만이었고, 11~17세도 17%나 되었다. 30대 이상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적었다. 또한 90% 이상은
남성이었다. 싱글톤 교수는 “(사건 용의자들이 행한) 약탈은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사건이
앞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배적 조건

과 제약 요인에 대한 중요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붕괴된 사회(broken society)는 언제 어
디에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실업, 교육, 아동빈곤의 상관관계

가디언의 분석은 공공정책연구소(IPPR, 2011)의 분석과도 거의 일치한다. IPPR은 가난과 박
탈에 대한 여러 요인들과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는
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 청년 실업과 아동 빈곤이 유의미하게
영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역적 요인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분석에서 IPPR은 실업률, 청년실업률, 교육수준, 그리고 아동빈
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업률
실업률과 사건 발생 지역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한 해 평
균 영국 실업률은 7.7%였다. 하지만 런던(8.7%), 버밍엄(13.0%), 리버풀(12.6%), 맨체스터
(11.5%), 노팅엄(14.8%) 등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의 실업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영국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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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6~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사건 발생지역일수록 더
높았다. 지난 한 해 평균 청년실업률은 19.3%였던 반면 런던(22.1%), 버밍엄(24.7%), 리버풀
(26.9%), 맨체스터(22.8%), 노팅엄(27.6%) 등지에서는 최소 22%에서 최대 28%에 가까운 수치
를 보였다. 런던 내에서도 지역별로 실업률의 차이는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
은 지역 중 하나인 런던 동부 해크니의 경우 실업률은 영국 평균보다 2.4%포인트 높은 10.1%
였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영국 평균의 1.5배에 가까운 34.0%에 달했다. IPPR은 이들 지역의 높
은 청년실업률은 2008년 경기 침체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청년 실업이 현저히 낮아진 이래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들의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간
의 실업은 청년들에게 특히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준다. 장래 임금전망은 물론 건강에도 부
정적 영향을 끼친다. IPPR은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견습이나 취업체험 프로그램이 갈수
록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서라도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
을 위한 일자리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빈곤
IPPR은 또한 아동빈곤 수준과 사건 발생 지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역시 유의미한 관계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거비용을 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할 때, 런던의 아동빈곤 수준은 20%
로, 영국 평균(21%)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거비용을 제한 뒤에 측정한 런던의
아동빈곤 수준은 38%로 영국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30%)과 견줘 현저하게 높았다. 특정 지
역에서 아동빈곤의 영향을 감안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빈곤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률과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들이 런던에는 많다. 아이를 가진 여성
의 낮은 고용률은 런던의 인구구성 특성과 결합돼 비노동가구(workless households)에서 자라
는 아동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런던 내 몇몇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30%를 넘는다. 해크니는
36.1%였다. 런던에 살고 있는 노동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높은 임금에 의해 어느 정도
높은 생활비를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런던 임금프리미엄은 파트타임 노동자나 저숙련 일자
리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는 부모들이 신입사원(entry-level work)

>>

_89

수준의 일자리로 옮기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IPPR은 가난이 범죄를 위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
다고 강조하면서도, 가난은 가족들에게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IPPR은 정부에
대해 더 나은 유연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과 보편적인 아동보호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요
구하면서, 이는 가족들이 그들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아동빈곤과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관한 지표들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줬다. 16~64세 인구 가운데 중등학교 졸업
자 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직업교육과정 수료자를 뜻하는 NVQ16)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았다. NVQ1+의 기술수준 소지자는 영국 평균 80.2%였다. 이에 반해 런던(76.3%), 버밍엄
(71.6%), 리버풀(75.7%), 맨체스터(73.2%), 노팅엄(73.0%) 등은 평균과 견줘 낮았고, 특히 런던
동부 해크니는 72.9%, 런던 서부 일링은 70.7%를 기록했다.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비
율은 영국 평균 10명 중 1명꼴(11.3%)이었던 반면 버밍엄은 5명 중 1명꼴(19.4%)이었고, 다음
으로 리버풀(17.2%), 노팅엄(15.7%), 맨체스터(15.0%) 등의 순이었다.

█

비백인, 거주지, 그리고 노동시장

또 하나 유의미하게 살펴볼 내용은 사건 발생 지역이 다른 곳들에 비해 비백인 거주자의 비

6)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는 특정 분야의 일과 관련된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실
무위주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NVQ 1이 가장 낮은 단계인데, 이는 중등학교 졸업시험에서 D등급을
받았거나 GNVQ(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즉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과정이지
만 NVQ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분야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등급이 올라
갈수록 기술 및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NVQ 4는 넓은 의미에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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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다는 점이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01년 현재,7) 영국 인구 가운데 백인이 아닌
민족(non-White)8) 비율은 7.9%였다. 하지만 잉글랜드로 좁혀서 보면 이보다 높은 9.1%이다.
지역별로는 단연 런던(28.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버밍엄이 속한 중서부 지역(11.3%)이
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런던 뉴엄(Newham)이 60.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번 사건이 발생
한 런던 해크니(40.6%), 런던 해링지(34.4%), 런던 크로이던(29.8%), 버밍엄(29.6%), 맨체스터
(19.0%) 등의 순이어서 사건 발생과 비백인 거주지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신 추이를 보기 위해 영국 통계청(ONS) 자료9)를 살펴보았는데, 2011년 5월 현재 영국 내
비백인 인구 비율은 10년 새 12.5%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버밍엄의 비백인 비율이 2001
년 29.6%에서 32%로 높아졌고, 맨체스터의 경우도 19.0%에서 22.7%로 증가했다. 1991년과
2001년을 비교할 때 잉글랜드 전역에서 비백인 인구 비율이 6.2%에서 9.1%로 2.9%포인트 증
가한 반면, 버밍엄에서 8.2%포인트(21.4 → 29.6%), 맨체스터에서 6.4%포인트(12.6 → 19.0%)
의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점과 비백인 그룹은 특정 지역에 모여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미 비백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 비백인의 비율이 더 높아졌음
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은 비백인그룹의 연령대와 노동시장 참가여부이다. 이들은 백인그
룹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다. 버밍엄의 경우,10) 백인 영국인들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07) 영국의 인구 통계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데, 현재까지는 2001년 통계가 최신판이다. 2011년
상반기 전체 인구를 상대로 한 설문지가 배포, 수거됐고 현재 분석 작업 중이다. 통계청(ONS)은
조사 항목을 수정, 검토하는 등의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통계자료를 공개하는데, 이 글에
서는 2001년 통계에 기반을 두되 변화 추이를 읽기 위해 최신 통계도 인용한다.
08) 통계청에서는 백인그룹을 백인 영국인, 백인 아일랜드인, 그 외 백인으로 한정한다. 소수민족
(ethnic minority)으로 불리는 그룹은 혼혈(Mixed Groups : 백인+캐러비안 흑인, 백인+아프리칸
흑인, 백인+아시안, 그 외), 아시안/영국 태생 아시안(Asian or Asian British), 흑인/영국 태생 흑인
(Black or Black British), 중국 및 다른 민족(Chinese and Other Ethnic Groups)을 일컫는다.

09) “Resident Population Estimates by Ethnic Group (Percentages),” Neighbourhood Statistics, May
2011. http://www.neighbourhood.statistics.gov.uk/dissemination/LeadTableView.do?a=3&b=27
6800&c=birmingham&d=13&e=13&g=373014&i=1001x1003x1004&o=322&m=0&r=1&s=
1314907858993&enc=1&dsFamilyId=1812 (retrieved on 1 Sep 2011)
10) Birmingham City Council, 2001 Population Census in Birmingham: Cultural Background.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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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비율이 높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영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지역 내
다른 민족그룹에 비해 높았다. 반면, 버밍엄에 사는 파키스탄, 캐러비안 흑인, 인도 출신 등은 연
령층이 낮은 반면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여성일 경우 더 그랬다. 때문에
실업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고, 대신 공식적인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않은 비율 역시 높았다.

█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이와 관련, 런던 중심부에 사는 방글라데시11)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다룬 Salway
(2008) 논문이 검토할 만하다. Salway는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떻게 지
속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면서 주류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그 사회에서의 소외가 그들
민족그룹 내 의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로 2세대인 방글라데시 청년들의 다수는 영국 일자리(주로 사무직)를 전
형적이고 일반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방글라데시 문화와 행위양식은 일반적으
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양
가적 감정과 연관돼 있다. 청년들은 방글라데시 출신들이 많이 근무하는 레스토랑 일자리를 부
모세대의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일자리가 장시간 및 야간/새벽근무(anti-social
working hours), 제한된 휴가, 저임금, 힘든 육체노동 등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
운 것은 레스토랑 일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음에도 응답자 다수는 여전히 그 부문
과 연계를 갖고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었다. 새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레스
토랑 일자리는 자격과 경험을 불문하고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선택지이다. 인

www.birmingham.gov.uk/cs/Satellite?c=Page&childpagename=SystemAdmin%2FCFPageLayou
t&cid=1223096353827&packedargs=website%3D4&pagename=BCC%2FCommon%2FWrapp
er%2FCFWrapper&rendermode=live (retrieved on 1 Sep 2011)
11) 2002~03년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들의 18%가 실업상태로 백인(5%), 인도출신(7%) 등을 비롯, 전 민족그룹 내에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도 특히 높았는데, 노동가능인구 남성 중 30%가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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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에서 확인된 것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에 관한 생각과 기회에 노출되는 빈도와 대안이 아
주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쌀과 카레가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근무하는 주요한 일자리는 소매점, 특히 슈퍼마켓이고, 다음이 패스트
푸드점이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들이다. 어떤 응답자들은 자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
히기도 했지만 대개 재정적 문제에 제약을 받는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택
시기사가 다른 선택지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
도 대부분은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어디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응시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거의 없다고 했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일자리를 위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응답자들은 런던의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있었지만 오래 일하지
못했고, 집과 가까운 곳의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즉 고용기회 역시 어디에 살고 있느
냐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선택지에 대한 한정된 인식의 지속과 어떤 특정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는 통합과 배제
의 과정의 상호작용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응답자들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
한 심한 차별과 배제 - 해고, 승진누락, 임금차별 등 - 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좀
더 분명한 이슬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반이슬람 정서
가 구직과정에서 주요한 장벽이라고 말했다. 한 응답자의 말이다. “사용자들은 차림새만 보고

나를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내 아들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 이름

에서부터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또 다른 청년의 증언이다. “카지노 식당에서 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리사로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했다. 주방장은 되지 못한다. 비공식적으로
사용자들은 주방장 호칭을 주지만 그들은 이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주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우리 연봉은 16,000파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10,000파운드에 불과하다.”
인종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공포가 사람들의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드는지도 분석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받기 위한 민족집단간의 네트워크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알선소(Job Centre)와 같은 주류 사회의 알선기
관으로부터 배제당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 의존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 청년은 이

렇게 말했다. “나는 Job Centre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소개해줄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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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건네주는데, 그쪽으로 전화하면 이미 결원이 채워졌다는 답변만 듣게 된다. 자주 일어
나는 일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을 통
한 우리만의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또한 그 네트워크 안으로 제약된다는 반작
용도 있다.

█

맺음말

살펴본 것처럼 이번 사건은 실업, 특히 청년 실업과 아동빈곤,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
었고, 사건 발생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는 비백인 인구들이 영국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배제
와 차별은 해당 민족그룹에 대한 강한 의존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주자들은 대개 탈규제화
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불안정성, 애매한 고용관계로 특징지어지는 탈규제화된 노동시장
의 가장 힘든 영역인 호텔, 식당업 같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성산업, 농업, 가사도우미로 일하

고 있다 (May et al., 2006). 이러한 노동자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때론 ‘고용’이 아닌)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극심한 형태의 유연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이러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이유로 차별, 언어능력, 불법성, 자격수준의 취약함 등
이 꼽히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은 이주노동자들이 영국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임금과
조건에서의 일자리를 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이민은 이주자와 사용자, 국가경제 모두를 위한 윈·윈 전략으로서 지탱하기 더욱 어
렵다. 이주자들의 조직이나 노동조합들은 특히 불경기 때에 이주민들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우려를 표하지만, ‘영국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들에게(British Jobs for British Workers)’라는 요구

는 어느 정도의 대중적 반향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 규제(Immigration controls)는 고용
에서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 이민정책은 현실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사
건에 드러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카메론 정부의 차기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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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발전전략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중국

김병철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교수)

█

머리말

중국은 사회보장제도1)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1980년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

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발
생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위치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새로운 변화
에 부응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개혁개방 이전의 형성단계와
개혁개방 이후의 개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의 변형단계에 이루어진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면서 최근 중국에서 제
시한 사회보장제도 전략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사회구조(공공부조), 사회복리(사회보장서비스), 자선
사업 및 군인 보장 등 기타 보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사회보험은 크게 양로보험(국민연금), 의료
보험(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다섯 가지 보험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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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정

60여 년에 이르는 신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고찰해 보면, 개혁개방 이전 30여 년 동안의 역
사과정은 국가의 책임에서 국가와 단위(單位)2)의 공동책임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국가-단위의 공동책임에서 점차 국가주도하에서 사회 각 방면과 함께 공동
으로 부담하는 과정으로 향하고 있다(郑功成, 2003). 사실상 개혁개방 이전 단위를 기초로 한 중
국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경제변형시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회복지의 주체가 단위에서 점차
정부, 시장, 개인, 민간조직 등으로 다양해졌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형성단계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단위보장제”의 개념으로 함축될 수 있는데, 도
시와 농촌의 단위는 사회복지의 책임을 지고, 단위에 소속된 주민을 위해 생활보장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이행했으며, 도시주민과 농촌주민들은 소속된 단위(單位)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였다. “국가-단위보장제”하에서 도시주민과 각각 소속된 단위(도시는 단위, 농촌은 집체)는 불

가분의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단위(집체)보장제였는데, 전
형적인 국가 책임, 단위(집체) 운영, 분할식 제도, 폐쇄적 운영, 보편적인 보장 등의 특징을 나타
낸다.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된 구조와 고도로 집중화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노동보험제도, 공
비의료제도, 주택보장제도, 주민수당, 민정복지제도 등이 포함된 주요 제도는 대부분 도시주민
을 위한 조치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도시노동자가 소재한 단위에 의해 실시
되었다. 단지 극소수 무의탁 노인, 아동만이 정부에서 설치한 복지원에 수용되었을 뿐이다. 이

2) 단위(單位, work-unit)란 생산이 수행되는 하급조직인 기업, 사업조직과 국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형태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의 생활과 재생산의 영역까지 포함
하는 광범위한 공간을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이기도 하다. 도시주민은 각종 공공기관, 사업(비영리)
단위와 기업(영리)단위에 소속된 반면, 농촌주민은 인민공사(人民公社), 생산대대(生産大隊) 또는
소대(小隊) 등 집체조직으로 분할되어 각 단위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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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경제·사회구조로 인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은 각각 서로 다
른 형태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렸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도는 표면적으로
그 성격과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단위는 모든 영역에 걸쳐 주민들의 기본생

활을 보장했다. “국가-단위보장제”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각각 도시의 단위나 농촌의 집체에
소속되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았고, 포함되지 못한 소수 주민들은 정부 산하기관인 민정부

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조를 받았다. 이러한 “국가-단위보장제”에서 국가는 사실상 “부애(父愛)
주의”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졌다(郑功成, 2003). 말하자면,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모두 단위보장제를 통해 “출생하고 성
장하여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 의지할 곳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식 사회복지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단계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가정생산책임제가 추진되고 도시에서 경제개혁이 추진

되면서 “국가-단위보장제”를 지탱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욱
이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고 사회구조가 분화됨에 따라, 사회화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
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리하여 1980년 중반부터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전면적인 개혁시기에 접

어든다. 지금까지, 개혁개방 이래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제1단계(1986~1993)는 국유기업 개혁단계에 속하며 새로운 사회보험제도가 점차 수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은 중국 사회보장이 정식적으로 개혁시기에 접어드는 의미있는 한 해

이다. 1986년 4월 12일 국가입법기관은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을
건의하였고, 사회보장의 사회화를 그 발전목표로 삼았다. 같은 해 7월 12일 국무원이 제정한
「국영기업 노동계약제 실시 임시시행규정」과 「국유기업근로자 대업보험 임시시행규정」 가운데
전자는 종신고용제를 폐지할 것과 노동계약제 근로자의 퇴휴양로를 위해 사회통주를 실시하
고 기업과 개인은 납부의무를 질 것을 명시한 반면, 후자는 본질상 실업보험제도의 수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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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1991년에 이르러, 국무원은 「기업근로자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
고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는 원래의 국가-단위보장제도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사회화된 사회보장이 단위화된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주로 국유기업 개혁에 맞추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개혁이 완
만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신·구제도가 병존했다.
제2단계(1993~1997)는 시장경제개혁을 위한 조치이며, 양로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상
당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이는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경제 개혁의 목표가 된 시대
적 배경이며, 사회보장 개혁은 시장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의 핵심이었으며, 중앙정부의 지도
하에서 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1994년은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결합된 모델의 의료보험 개혁이 시작된 해이고, 이때부터 원래의 노동보험의료와 공비의료제
도가 사회의료보험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5년은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
합된 모델의 기본양로보험 개혁이 시작된 해이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자유롭게 제도를 채택ᆞ
운용함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제도가 출현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는 주택
체제 개혁 시범지역방안과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시범지역방안을 전개하였다. 상기 제도 개
혁은 모두 원래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3단계(1998~2009)는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전면적인 개혁에 들어서는 시기이며, 점차적으
로 기존의 개혁 중에 생긴 과오를 바로잡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수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제4단계(2010년 이후)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가 정형화되고 안정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
루는 단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의 반포가 그 주요 의지를 나타낸다. 사회보험법
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한편, 사회보험이
위주가 되는 제도가 확정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 두 보험제도는 모두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운영
된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의 반포와 실시는 중국 사회보장제도 변혁이 장
기적인 시범지역방안의 상태에서 정형화되고 안정되며 지속가능한 발전단계로 향하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60여 년에 이르는 신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회고해 보면,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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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존의 “국가-단위보장제”에서 현대화의 요구에 따라 점차 “국가-사회보장제”로 전환되
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점차 정부 주도, 책임 분담, 사회화, 다층화
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점차 국가-사회복지보장제의 특징이 사라지고 있다. 물론 아직
까지 이원화된 구조와 단위의 영향이 잔존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보장의 차이 그리고 심지

어 단위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이 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단위보장제”에서 “국
가-사회보장제”로의 전환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러한 전환은 새로운 제도로의 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 사회주의하에서 단편적인 단위
중심의 사회주의식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경제구조하에서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동
시에 여러 사회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즉 국가주도하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나 조직
들이 함께 사회복지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전략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전략은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고,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으로부터 공평·보편적인 혜택,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
하도록 적극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걱정을 해결함과 동시
에 삶의 질과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의 자유·평등·존엄을 보호하며, 중화인
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20
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의 수립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목표인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욕구와 발전 가능성에 근거하여 중국 사회보장의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불완전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건전하고 완비된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2) 선별적인 사회보장에서 공평하고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3)개인의 생존 보장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존엄을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하
는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1단계(2008~2012년) : “두 가지를 없애고 한 가지를 해소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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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건전하고 완비된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제도의 견실한 기초를 마련한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1단계에서는 국민의 경
제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지만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국가 재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발전 과정에서 국민 생활 문제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사
회보장에 대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이 진행될 것이고, 사회보험과 공공부
조 등 기본보장제도의 입법도 이 시기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1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그리고 양로

보장제도를 수립하여 “국민들이 생존 위기와 질병의 어려움을 없애고 노후문제를 해소하는

목표를 일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1단계의 중점 사항은 국민의 생활고와 기본 생활의 욕
구이다. 특히,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제도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 최저 평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

2. 제2단계(2013~2020년) :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이고 정형화되며 안정적으로 발
전시킨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제도가 정형화와 안정적인 발전
을 이루도록 주력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완만해질
것이지만 발전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시장경제시스템이 갈수록 성숙되
고, 도시와 농촌 간의 통합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심각하게 불균형한 지역 발전이 어
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과 사회단체 간의 격차는 뚜렷
하게 감소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민주 법제와 민주 사회의 수립이 사회 발전 과정에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민 사회 단계에 들어서며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수립하자고 하
는 국가 목표도 이루어질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보장을 보편적으로 수립하는 시기이다. 즉 제1단계
에서 확립된 공공부조, 의료보장과 양로보장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각종 사회보장사업과 다
양한 보충형 보장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완전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여 전체 사회보
장 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한다.

3. 제3단계(2021~2049년) : 사회보장은 기본보장에서 삶의 질로 향상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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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로 발전한다. 4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2049년, 즉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
무렵에는 중국의 국력은 훨씬 증진될 것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수립 사업은 상당한 발
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제3단계에 진입한 후 중국 사회보장의 발전 목표는 더
이상 사회보장제도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보장수준을 향상시
키는 동시에 성숙한 사회공공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적인 보장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성숙시키는 데 있다.
제3단계에서의 기본적 목표와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 체계를 한층 개선하고, 사회
보장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크게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
택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각종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고, 개인의 자유·평등·존엄을 보호하며, 최종적으
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한다.

█

맺음말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60여 년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이래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통해 점차 정부 주도, 책임 분담, 사회화, 다층화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점
차 국가-사회복지보장제의 특징이 사라지고 있다. 현행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공공부조, 사
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3대 기본형 보장과 상업보장, 자선사업 등 보충형 보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항목
의 다소나 명칭에 있는 것보다 선별적인 제도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제도
에서 점차 공평한 제도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시범지역방
안과정 중에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률 및 법규가 제정ᆞ반
포됨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전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국민의 삶의 질과 그들의 행복
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와 사회ᆞ경
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
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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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 현상과
관련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일본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가족형태의 변화, 여성취업률의 변화 등에 의해 일과 개호의 양립이
필요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된 지원책은 기업 내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호의 경우는 육아와는 달리 개호기간과 정도에 개인적인 차가 커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의
개호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상이 어렵고, 주위에 상담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 내에서 누가
개호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가 충분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고령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요개호자와 개호를 담당하게 될
개호담당자, 특히 일과 개호의 양립을 유지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책의 실시 배경과
관련제도,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1) 본고는 필자가 위원으로 참가한 「介護を行う労働者の両立支援策に係る研究会」의 보고서 財団法人
21世紀職業財団(2011), 『介護を行う労働者の両立支援策に係る調査研究報告書』를 정리·보완한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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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배경

가족 개호를 이유로 하는 이직자수의 증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5년간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이유로 한 이직자수가 총
<표 1>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이유로 한 이직자수
(단위: 만 명)


전체
이직자수
전체
20대
연령
계층별

남성
비율(%)

이직자수

여성
비율(%)

이직자수

비율(%)

56.8

100

10.1

100

46.7

100

2.5

4.4

0.4

4.4

2.1

4.4

30대

5.7

10.1

1.1

10.7

4.7

10.0

40대

9.4

16.5

1.2

11.4

8.2

17.6

50대

22.1

38.8

3.0

29.3

19.1

40.9

60대

13.3

23.4

3.3

32.8

10.0

21.4

주주: 1) 이직자수에는 이직 이후 전직자도 포함됨.
2) 표
 에는 10대와 70대 이상 이직자수가 반영되지 않아 연령계층별 이직자수와 비율의 합계가 전체 합계
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총무성(2007), 「취업구조기본조사」.
6000

[그림 1]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이유로 한 남녀별 이직자수의 추이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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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별로는 여성이 46.7만 명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
하였고, 연령계층별로는 50대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대(23.4%), 40대
(16.5%)의 순이었다(표 1 참조).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이유로 한 이직자수는 2002년의 9.3만 명에서 2007년에는 14.5만 명까
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의 변화를 남녀별로 보면, 여성이 1.53배로 증가한 데에 비해 남성은
1.73배로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이유로 이직한 자의 이직 이후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무업자가 40.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직자 전체의 약 7할에 해당하는 수치로, 개호를 담당
하면서 취업을 계속하거나 전직활동에 의해 전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
다. 또한 이직자 중에서 차지하는 무업자 비율은 남성이 63.8%인데 비해 여성이 72.8%로 남성
보다 9%포인트 높게 조사되었다. <표 2>는 무업자 비율을 연령계층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연
령계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
년과 2006년 사이에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이유로 한 이직자 중에서 무업자 비율은 6.3만 명에
서 11.6만 명으로 1.84배로 증가하였다.

<표 2>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이유로 한 이직자 중 무업자 비율
(단위: 만 명, %)


전체

여성

이직
자수

무업
자수

무업자
비율

이직
자수

무업
자수

무업자
비율

이직
자수

무업
자수

무업자
비율

56.8

40.4

71.2

10.1

6.4

63.8

46.7

34.0

72.8

20대

2.5

1.0

39.0

0.4

0.1

22.7

2.1

0.9

42.4

30대

5.7

2.7

46.9

1.1

0.2

21.3

4.7

2.5

52.8

40대

9.4

5.5

58.6

1.2

0.6

47.8

8.2

4.9

60.0

50대

22.1

16.0

72.7

3.0

1.7

58.8

19.1

14.3

74.9

60대

13.3

11.6

86.9

3.3

2.8

83.1

10.0

8.8

88.1

전체

연령
계층별

남성

주주: 1) 이직자수에는 이직 이후 전직자도 포함됨.
2) 표에는 10대와 70대 이상 이직자수가 반영되지 않아 연령계층별 이직자수와 비율의 합계가 전체 합계
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총무성(2007), 「취업구조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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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족 개호기간 중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자의 약 7할 정도는 그만둔 사업소에서 계
속해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직자의 약 75%가 어떤
형태로든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개호자의 변화
주된 개호자와 요개호자의 관계 및 동거상황을 구성비율로 보면, 동거가족이 60%, 별거가족

6000

요개호인

등이 10.7%, 사업자가 12.0%로 개호가 가족개호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 16
개호자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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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성

은 감소하고 있는 데에 비해 별거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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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개호자의 성별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에 23.6%였던 남성비율이 200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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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된 개호자의 성별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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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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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호자의 성2001
및 연령계층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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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 각년도.

림 3 참조). 일본의 고령화율은 2005년에 20%를 넘어섰고, 2010년 현재 23.2%에 달하고 있다.
단시간근무제도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개호보험 제1호피보험자2)의 요개호인정자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 등이 없는 한 노노개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현
시업 및 종업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제도

재 요개호인정자수는 약 485만 명(개호보험인정률 16.7%)으로, 개호보험이 창설된 2000년의

약 1.9배로 증가한 상태이다(그림 4 참조). 현재 약 485만 명에 이르고 있는 요개호인정자를
전수 있는
개호시 이용할
플렉스 타임제

기고령자(65세 이상 75세 미만)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나누어 보면, 전기고령자의 인정률이

4.4%인 데에 비해 후기고령자의 인정률은 29.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호도의 비율도 높게
나타경비의
개호에 필요한
났다.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50~59세 미만 즉 현역세대의 상당수가 개호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고령자와 요개호인정자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과 개호의 양립문

2) 65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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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고민하게 될 현역세대(특히 40대에서 50대)는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노노개호의 문제점과 개호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쉬운 현역세대의 개호에 대한 부담을 줄
이기 위해서도 일과 개호의 양립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의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개호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 가족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50세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자의 비
율을 생애미혼율이라고 부르는데, 1985년까지 1~3%대였던 남성 생애미혼율은 1990년에는
5.6%, 2005년에는 16.0%까지 상승하였다. 여성 생애미혼율도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
여 2005년에는 7.3%까지 상승하였다. 생애미혼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여 2030년에는
남성이 29%, 여성이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 세대에서 차지하는 단신세대비율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림 5]는
전 세대에서 차지하는 단신세대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970년에 20.3%였던 단신세대비율
은 2005년에는 29.5%까지 상승하였으며, 향후 2030년에는 37.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처럼 생애미혼율과 단신세대비율의 상승은 지금까지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호체제에
[그림 4] 개호보험 제1호피보험자의 요개호인정자수 및 요개호인정자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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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호담당기간의 추이

8.4
23.1

8.9

19.9

10.6

11.6

16.1

12.7

19

2001 년

1.2

24.3
21.1

13.6

13.3

17.4

9.3

13.9

2004 년

9.3

1.9

11.8

1

31.6

9세

0%

10%

80세 이상

20%

30%

22.9

12.7

13.5

16.5

9.5

12.1

2007 년

10
2.5
2007(여성 )

40%

50%

60%

70%

80%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잘 모르겠다

90%

100%

주주: 현재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개호를 시작한 때부터의 경과기간.
자료: 생명보험문화센터(2007),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39.9

단시간근무제도

34.6

는 점’을 개호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들었다. 이를 응답자의 재직유무별로 보면 재직자(현재
20.7

시업 및 종업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제도

일과 개호를 병행하고 있는 자, 이직
18.4이후 재취업자 포함)가 33.3%인데 비해 이직자(개호기간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고, 현재도 이직하고 있는 자)는 53.2%로 이직자의 응답률이 높
6.4
5.8

개호시 이용할 수 있는
플렉스 타임제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결과로부터 예상을 할 수 없는 개호를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일과 개
2008 년도
2005 년도

1.8
호의 양립을 유지하기가
힘든 점을 엿볼 수 있다.

개호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조치

1.8

실제 개호경험이 있는 개호담당자의 개호담당기간은 개인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의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11.8%, ‘4~10년 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

만’이 22.9%로 4년 이상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34.7%로 높게 나타났다.

█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 개호 및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근로자가 2002년부터 5년간 50

만 명을 넘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개호를 주로 담당하는 가족구성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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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에 따라 가족 한 사람당 개호에 대한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근로
자 스스로가 양친 등의 개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리직으
로 활약하고 있는 40대와 50대 근로자에게 개호는 절실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비록 현재
개호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신도 개호를 담당하게 되어 일과 개호 중에
서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근무하고 있는 자도 다수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또한 만혼화의 진행으로 인해 30대 후반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최근 증가하
고 있어, 육아와 개호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현상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노동력 확보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워크라이프밸런스 관련 정책이 정부
에 의해 적극 권장되면서 기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
과 관련된 제도로,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아직 기업 내에 충분히 도입, 실시되
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개호는 육아와는 달리 주변에 상담하기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
서, 기업은 자사 종업원의 일과 개호의 양립에 대한 현상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일과 개호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업원이 일과 개호의 양립
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정비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에 있어서 종업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과 개호의 양립을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장
기적인 시점에서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책을 정비, 주지, 전개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
고자 한다.

현행 제도의 개요
1) 개호휴업제도
◦ 휴업의 정의: 근로자가 개호가 필요한 대상가족을 개호하기 위해 휴업
◦ 대상근로자:
근로자(일용직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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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고용자는 신청시점에 다음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동일사업주에 계속해서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개호휴업개시예정일로부터 93일을 경과한 날 이후 계속해서 고용될 예정인 자
노사협정에서 대상 외로 지정할 수 있는 근로자
-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93일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근로자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
◦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이하 동일)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동거하고 있는 동시에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 형제자매 및 손자
◦ 횟수: 대상가족 1명당 요개호상태에 이를 때마다 1회
◦ 기간: 대
 상가족 1명당 통산 93일까지(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고려되는 경우에는 합산
하여 93일)

2) 개호휴가제도
◦ 제도의 내용: 요개호상태4)에 있는 대상가족을 개호하거나 돌보는 근로자는 1년에 5일까
지(대상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일까지), 대상가족을 개호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가
를 취득할 수 있다.
◦ 대상근로자:
요개호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개호하거나 돌보는 근로자. 단, 일용직 근로자 및 노사협정
에서 아래 근로자 중 대상 외로 지정된 근로자를 제외
- 근속연수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1주일간의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

4) 개호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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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외근로를 제한하는 제도
◦ 제도의 내용: 요개호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개호하거나 돌보는 근로자가 대상가족을 개
호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한시간(1개월 24시간, 1년 150시
간)을 넘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
◦ 대상근로자:
요개호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개호하는 근로자,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 외
- 일용직근로자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
◦ 횟수 및 기간:
1회 신청당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청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 없음

4) 심야업을 제한하는 제도
◦ 제도의 내용: 요개호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개호하는 근로자가 대상가족을 개호하기 위
해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심야)까지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
◦ 대상근로자:
요개호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을 개호하는 근로자,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 외
- 일용직근로자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 개호를 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 있는 근로자
개호를 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란 16세 이상으로 심야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자(심야의 취
업일수가 1개월당 3일 이하인 자를 포함),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개호가 곤란하
지 않은 자, 산전산후 상태에 있지 않은 자 중 다음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일컫는다.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의 전부가 심야에 배정되어 있는 근로자
◦ 횟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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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신청당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청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 없음

5)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조치 등
사업주는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가족을 개호하는 근로자(일용직근로를 제외)에 대해
서, 대상가족 1명당 한 가지 요개호상태마다 연속하는 93일 이상의 기간에 다음 조치 중 한 가
지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플렉스 타임제
- 시업 및 종업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조치를 실시
- 근로자가 이용하는 개호서비스비용의 조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의 실시

6) 가족을 개호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조치
사업주는 가족을 개호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호휴업제도 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에 준하여 그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 및 횟수 등을 배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
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조치로는 단시간근무제도, 플렉스 타임제, 취업
중에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7) 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배려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취업장소의 변경을 동반한 배치 변경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취업
장소의 변경에 의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자녀 양육 또는 가족개호를 담당하는 것이 어려워지
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자녀양육 또는 가족개호 상황을 배려하도록 규정

8)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취급 금지
사업주는 육아 및 개호휴업, 개호휴가, 시간외근로의 제한, 심야업의 제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조치 등에 대한 신청 및 취득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취급을 금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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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정비 상황
현행 제도의 정비 상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고용균등기본조사(2008년)」의 내용을 중심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표 3> 최장개호휴업기간의 제한유무 및 최장개호휴업기간별 사업소 비율
(단위: %)


개호휴업제도 기간의 최
규정을 도입 장한도를
통산
93일~
하고 있는
규정
93일까지 6개월
사업소 비율

6개월

6개월~
1년

1년

1년이상

기타

기간제한
없이 필
요일수
취득가능

불명

2005

100

93.1(100.0)

(75.5)

(0.8)

(4.7)

(0.6)

(15.6)

(1.2)

(1.6)

6.7

0.1

2008

100

98.0(100.0)

(81.5)

(0.6)

(4.5)

(1.0)

(11.2)

(1.2)

-

1.8

0.2

자료: 후생노동성(2008), 「平成20年度雇用均等基本調査」.

1) 개호휴업제도
개호휴업제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소 비율은 사업소규모 5인 이상의 경우
61.7%(2005년 55.6%), 사업소규모 30인 이상의 경우 85.5%(81.4%)로 2005년 조사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94.3%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94.2%), 복합서비스업(9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호휴업제도 규정이 있는 사업소 중 개호휴업기간의 최장한도를 정하고 있는 사업소의 비
율은 98.0%로, 그 기간을 법정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는 81.5%에 달하였다.
개호휴업제도 규정이 있는 사업소 중 개호휴업의 취득횟수에 제한이 있는 사업소 비율은
80.0%로, 제한횟수는 동일대상가족의 동일요개호상태에 대해서 법정기준대로 1회라고 응답
한 사업소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호휴업제도의 이용 상황을 보면, 전 상용근로자 중 개호휴업제도를 이용하는 자의 비율은
0.06%이며, 휴업 종료 후 복직한 자의 비율은 82.1%, 퇴직한 자의 비율은 1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 사업소 비율은 45.4%이며, 최장이용가

능기간은 93일이 8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제도별로는 ‘단시간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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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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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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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그림 7]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한 사업소 비율(복수응답)

39.9

단시간근무제도

34.6
20.7

시업 및 종업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제도

18.4
6.4
5.8

개호시 이용할 수 있는
플렉스 타임제

2008 년도
2005 년도

1.8
1.8

개호에 필요한 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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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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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후생노동성(2008), 「平成20年度雇用均等基本調査」.

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소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업 및 종업시간을 앞당기
거나 늦추는 제도(20.7%),’ ‘개호시 이용할 수 있는 플렉스 타임제(6.4%)’의 순이었다(그림 7 참조).

█

기업의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을 위한 포인트

육아 및 개호휴업법에 의해 각 기업에서는 ‘개호휴업제도,’ ‘일상적인 양립지원제도’ 등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제도’가 순차적으로 정비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21세기직업재단의 「개호를 담
당하는 근로자의 양립지원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에서는 ‘일과 개호의 양립’을 발전시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후에 정비 및 전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상기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여섯 가지 사항으로는
(1) 자사 종업원의 개호실태를 파악
(2) 유연한 근로형태(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유연성을 확보)에 관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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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3) 개호관련 전문가와 인사스태프 등에 대한 상담체제 정비
(4) 개호관련 비용 등의 지원추진
(5) 정보의 주지철저
(6) 각자의 개별사정을 서로 간에 인정하는 직장풍토 양성
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사 종업원의 개호실태를 파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상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호는 육아와는 달리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담당자가 종업원의 개호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개호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개
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인상과 함께 상사 및 동료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개호를 담당함에
따라 회사 내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위
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각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고 싶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종업원
의 개호상태를 파악’
•D사: ‘일과 생활의 양립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호의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자와 별
거하고 있는 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 ‘상조회에서 개호관련위로금을 도입, 대상자에
게 앙케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상세파악’

•A사: ‘적립휴가제도의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전 신고에 의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용목적을 신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파악’
•조사에 응답한 복수기업: ‘관리직에 의한 정기면담, 개별상담을 통해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등 복합적인 대책을 실시,’ ‘관리직과 동료를 통해 종업원의 개호상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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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로형태(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유연성을 확보)에 관한 제도 정비
후생노동성의 위탁조사 「일과 개호의 양립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는 “근로시간과 근무장소의 유연성이 일과 개호의 양립에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명백하게 나타났으며 기업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
우가 있다’고 응답
•B사: ‘개호휴업을 취득하기까지 플렉스 타임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일과 개호의 양립을
실천한 종업원이 있다’고 응답
•C사: ‘단시간근무제도를 정비하여 근무시간대에 몇 가지 패턴을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유연성은 크게 시간단축형(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재량형(근로시
간: 플렉스 타임제, 시업 및 종업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조치를 실시, 근무장소의 유연화(재
택근무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육아의 경우에는 보육원에 아이
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업 및 종업시각이 정해져 있더라도 단시간근무가 이용
가능한 경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호의 경우에는 갑자기 병원에 가 간병을 해
야 하는 등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치매에 걸렸지만 본인이 일을 할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요개호자의 개호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눈을 뗄 수 없는 게 사실로, 재택근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는 의견 등
개호자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에
있어서는 시간단축형이, 개호에 있어서는 재량형이 유효한 반면, 장소의 재량성이 반드시 개호
에 플러스효과를 제공한다고는 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시간단축형, 재량형, 개호휴업 및 이들을 조합한 유연한 근로형태의 다양한 선
택지를 복수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이 종업원이 일과 개호의 양립을 실천해 나가는 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이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을 전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육아 및 개호휴
업법에서 정해진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충실화하고, 자사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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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과 개호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형태별 특징
시간단축형

재량형
근로시간

근로장소

제도 사례

·소정외근로를 면제
·시간외근로를 제한
·심야업을 제한
·단시간근무제도
·단시간정사원제도

도입에 의한 주된 장점

·기업: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음
·종업원: 각종 제도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개호를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음

·시업 및 종업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제도
·플렉스 타임제
·재량근로제

·재택근무제도
·새터라이트 오피스 제도

·동료의 작업량 증가, 업무내용 ·근무시간 관리 → 타임카드 등을 ·재택근무제도, 새터라이트 오피스
과 관련된 부담 증가 → 작업
활용
제도의 이용가능한 직무를 확인 →
의 배분을 고려, 대체요원을
이용가능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
확보
는 자에 대한 대응
도입에 있어서 기업에 특
·업무량 파악 → 달성도지표 작성
별히 고려해야 할 점과 대
·요개호자의 급한 상황변화에 동반하여 갑작스런 근무시간의 단축 ·출근하지 않을 때의 품의 및 결제
응 사례
및 휴가·결근에 대한 대응 → 업무담당 및 추진방법 등을 고려(업
방법의 결정
무의 복수담당제의 실시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확보→ 출근
일 설정
·업무할당 및 업무수행 상황을 파악

종업원이 제도를 이용하
는 데 유의해야 할 점

·요개호자의 경우 급한 상황변 ·업무수행, 시간관리 등 종업원
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
본인의 자기관리능력이 요구됨
해진 시간에 출근 및 퇴근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음

·출근일이 적은 가운데 업무수행,
시간관리 등 종업원 자신의 자기관
리능력이 요구됨
·요개호자에 치매를 동반한 배회 등
이 있는 경우, 개호자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에 관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정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업은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
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 쉽게 개정하고 필요 시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홍보하는 등 종업원이 이미 정비된 제도를 조합하여 일과 개호의 양립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는 유연한 근로를 위한 시간단축형과 재량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 제도가 최
대한 유효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간단축형은 개호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직장동료의 업무량과 업무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호를 담당하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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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사는 부하에게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고 업무담당 및 업무의 진행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의 복수담당제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재량형 근로시간의 경우, 출퇴근은 물론 업무수행에 종업원 자신의 자기관리능력
이 요구되므로, 기업은 이러한 자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개호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기업이 제도설계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어떠한 범위에서 재량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량형 근무장소는 우선 재택근무, 새터라이트 오피스5)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직
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재택근무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
하여 사전에 재택근무 등의 적용기준을 종업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직
장 이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줄어들거나, 업무수행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업무량 파악, 업무의 달성도지표 작성, 직
장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의 품의 및 결제방법의 결정, 출근일의 설정 등 제도설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호관련 전문가와 인사스태프 등에 대한 상담체제 정비
우선 기업은 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종업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개
호의 경우 요개호자의 상태 및 그 가족과 주거지 등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다르기 때문에, 개
호관련 전문가에게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전제로 상담할 수 있는 체
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내외를 불문하고 인사기능과는 별도로 개호와 관련된 상담창
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기업은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위

5) 새터라이트 오피스(satellite office)란 기업 또는 단체의 본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된 오피스를 의미
한다. 본거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위성(새터라이트)과 같이 존재한다고 해서 새터라이트 오피스로 명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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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정비하여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기업
의 인사스태프에게, 개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케어매니저와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에
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개호관련 비용 등의 지원추진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개호용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형태에 대한 제도정비와
는 별도로 중요한 지원책의 하나이다. 개호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개호서비스라도 요개호인정
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호보험의 이용 상한을 넘는 개호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든지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에서 개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비록 적은 금
액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개호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
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기본조사(2008년)」 에 의하면, 개호휴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
와 공제회 등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비율은 14.3%(매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7.9%,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7.2%)로 2005년 조사의 16.2%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5 참조).
<표 5> 개호휴업기간 중에 회사나 공제회 등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와 내용별 사업소 비율
전체

금전을
지급하고
있음

2005

100

2008

100

지급방법(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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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

매월
금전을 지급

일시금 등을
지급

16.2

13.2

3.8

76

7.8

14.3

7.9

7.2

84.4

1.3

자료: 후생노동성(2008), 「平成20年度雇用均等基本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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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주지철저
각 기업이 일과 개호의 양립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존재 및 이용방법 등이 종업원에게 주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이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연수회를 개
최하여 개호와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및 연수회의 실시에 의해 종업원은 급작스럽게 개호에 직면하더라도, 어디에서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어디에 상담을 하면 좋을지 등을 파악하여 개호로 인해 직장을 그
만두지 않고 일과 개호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개별사정을 서로 간에 인정하는 직장풍토 조성
개호와 관련된 제도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서로 개별사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음으로 제도이용을 생각할 때 제도로서 존재하지만, 주위의 이해부족에 의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이 개호 등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용관리 등의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기업과 종업원이 정보공
유 및 대화 속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 론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에 대한 현상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았
다. 향후 고령자의 증가와 더불어 일과 개호의 양립을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책에 비해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책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기업에 의한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책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
하는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의 불안은 일과 개호의 양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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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설개호와 재택개호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호보험제도의 시행만으로 개호문제가 모두 해결
되었다고 할 수 는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재택에서 가족개호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개호보
험제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간대에는 가
족과 친족이 필요에 따라 돌아가면서 개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이다. 또 가족이
개호를 담당할 수 없어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여도 대기자가 많아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요개호자의 개호는 가족이 담당하게 되고, 일하는 여성의 경우 일
과 개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
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 개호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개선과 의식개혁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호휴업제도뿐만 아
니라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정비 및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근로자가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 시에 부담 없이 이용하
게 함으로써 일과 개호의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호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개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해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평가제도
를 재정비·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 소개한 일본의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의 현상
과 대책이 한국의 향후 정책 입안 및 대책 마련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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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소셜 미디어 기록이 구직의 걸림돌
기업들은 그동안 범죄 기록, 신용 기록, 그리고 구

(몰핀 같은 진통제)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구직자,

글 검색 등을 통해 구직자의 배경을 조사해 왔다. 이

자신의 누드 사진을 올린 구직자, 인종차별 발언 혹

제 어떤 기업들은 구직자에게 소셜 미디어 배경조사

은 반유대인 발언을 한 구직자 등이다.

(social media background check)를 통과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소셜 인텔리전스의 CEO 맥스 드러커(Max Drucker)
는 이러한 서비스가 기업이 구직자를 다른 사람과

이제 1년 된 신생회사인 소셜 인텔리전스(Social

혼동하거나 법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에 노출

Intelligence)는 구직자의 지난 7년간 온라인 기록을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소셜 인텔리전스에

조사한다. 이 회사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부정적

서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구직자의 종교, 인종, 결혼

인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 특정 조건이란 인종차

여부, 장애 등 연방차별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들

별적 발언, 마약에 대한 언급, 성적인 사진, 글, 비디

은 모두 삭제된다.

오, 무기나 폭탄 전시,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

소셜 인텔리전스가 수집한 정보 중 페이스북, 트

한다. 물론 이 회사는 공개된 정보만을 수집한다고

위터, 마이 스페이스 같은 메이저 플랫폼에서 수집

말한다.

된 정보는 3분의 1도 안 된다. 부정적인 정보는 오

연방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히려 인터넷의 깊숙한 곳을 뒤져 찾아낸 블로그, 소

는 소셜 인텔리전스의 사업 모델에 대해 처음에는

규모 소셜 미디어, 게시판 등에 단 댓글에서 나온다.

의문을 제기했으나 곧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린

Reporting Act)을 준수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들이 있다. 이러한 각종 웹사이트의 복잡한 이

어떤 구직자들이 부정적인 소셜 미디어 기록으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소셜
인텔리전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옥시콘틴

용약관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댓글이 공개적
으로 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Joe Bontke는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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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구직자에 대한 인터넷
검색의 위험성에 대해 상기시켜 준다. 인터뷰 때 질

는 안 된다는 점을.

• 출처: N
 ew York Times, 2011년 7월 20일자, ‘Social
Media History Becomes a New Job Hurdle’

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도 해서

미국 : 고용 회복을 견인하는 산업들의 부재
현재의 경제 회복에서 고용 회복이 더딘 이유는

증가하긴 했지만 연방정부의 고용률도 아주 느린 회

두 산업 분야, 즉 건설과 정부의 고용이 약하기 때문

복세에 놓여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고

이다. 지난 2009년 6월에 경기 불황이 공식적으로

용 회복세는 지난 경기 불황 이후보다는 나은 편이다.

끝난 이후 정부 고용은 2.2% 하락하였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건설업의 높은 실업률을 근거

1990년 이전의 경기 회복에서 건설산업의 고용은

로 들면서 도로, 다리, 학교 건설에 더 많은 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전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압박

의 경기 불황이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 인상으로 촉

이 큰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발되었던 것에 반해, 현재의 건설산업의 붕괴는 낮

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정부 지출에 대한 압박은

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쉬운 대출은 과

주, 지방 정부에서 더 많은 해고를 유발할 것으로 예

잉 건설을 초래했고 2006년 이후 건설 경기 침체는

상된다. 경기 회복과 대량 해고 방지를 위한 경기 부

공식적으로 경기 불황이 끝났음에도 계속되었다.

양 정책은 워싱턴의 안중에 없는 듯하다.

건설업의 고용은 최고 전성기에 비해 28% 감소
했다. 지난 24개월 동안 주, 지방 정부의 고용은 21
개월간 감소했다. 2010년 센서스 조사로 인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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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
 ew York Times, 2011년 7월 29일자, ‘Usual
Growth Leaders Absent From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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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사정 소식
유럽

독일 : 상당수 독일 노동자들, 노동과정에서 건강위협 및 위험 체감
독일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일상의 과업

자의 44%는 그들이 일터에서 자주 시간압력과 성

이 신체 및 정신적인 안위에 대한 위험과 관련이 있

취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스트레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독일

스는 사내 분위기가 안 좋은 것과 함께 다른 해로

남자들 가운데 5분의 1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전

운 영향들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조사

체적으로 “심각하게, 혹은 매우 심각하게 건강을 위

협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용 여성인

분석가들은 바로 여성들이 이러한 영향을 특별히
민감하게 느낀다고 지적한다. 설문대상자 전체의

구의 7분의 1가량도 그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 있

18.5%는 엄격한 요구사항들도 질병을 불러일으키

다. 객관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노동조건이 좋

는 잠재적 원인체로 간주하고 있다.

은 나라인 독일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
 체건강: 이 조사에 의하면 경제의 진일보한 변동
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독일인들이 직업활동

이는 독일의 보건연구의 국가싱크탱크인 로베르

중에 신체적 부담과 함께 나쁜 노동조건을 감내해

트 코흐 연구소(Robert-Koch-Institut)가 최근에 수

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3분

행한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연구는 18세에

의 1가량은 자주 소음, 더위 혹은 추위에 노출되어

서 64세까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 약

일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27.3%는 자주 어려

13,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

운 부담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다. 조사 결과는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상을

의하면 여성들의 경우 특히 자신들의 건강이 위협

드러냈다.

받고 있는 것에 더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 정신건강 :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별적인 부담 중에

성들 가운데에는 간호업이나 요양부문에 종사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시간 및 성취압력 속에서 노

는 경우 신체적인 부담이 특별히 큰 것으로 나타났

동을 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36%, 남성 노동

고, 남성들의 경우는 건설업, 수공업 및 물품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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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그리고 인력수송 등에 종사하는 경우 특히 건강

면 사무직의 경우 그 절반 정도의 수가 그렇다는

상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을 했다. 독일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약 2년

• 신분별 차이 : 독일 피용자의 세 신분들 가운데 ‘노
동자들(Arbeiter)’은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가운

데 ‘사무직 종사자들(Angestellte)’이나 ‘공무원들
(Beamte)’에 비하여 약 두 배가량 빈번하게 심한 건

강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한다. 남성 전문 기술
인력의 30%가량은 심각하게, 혹은 매우 심각하게
자신이 건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

전 8만 702명의 여성들과 9만 427명의 남성들이
건강장애 혹은 사고를 당한 신체장애를 겪는 바람
에 직업활동을 그만두고 조기퇴직을 해야 했다. 이
는 전체적인 연금수혜 인력의 14%에 해당한다.
• 출처: 뵈클러 임풀스(Böckler Impuls), 2011년 12

호, ‘Gesundheit: Zeitdruck belastet viele
Beschaftigte’

독일 : 시간제 고용보다 전일제 고용의 증가가 두드러져
독일 고용연구소(IAB)의 노동시장 전문가인 오이

또한 유급 초과근무시간도 2011년 1분기에 0.88시

겐 슈피츠나겔(Eugen Spitznagel)과 수잔네 봐그너

간으로, 전년도의 0.84시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

(Susanne Wagner)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기

며, 전체 초과근무시간 규모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

호전으로 인해 2011년 1분기 전일제 고용자 수는

였다. 2011년 1분기 평균 조업단축 실시 근로자 수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2010년 1분기 이

는 약 30만 5,000명으로, 이는 전년도 1분기의 93만

후부터 노동시장 활성화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3,00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직장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중 시간제 고용자 수도 약

내 질병발생률은 2009년 중반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1.5% 증가하였지만, 전일제 고용의 증가폭에 비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 1분기 질병발생률

면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경제 상승 국면이

은 약 4.27%로 전년도의 3.77%에 비해 증가하였다.

지속됨에 따라 시간제 고용에 비해 전일제 고용이

전체적으로 2011년 1분기의 취업자 수는 40,414,000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지속적인 상

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근로시간도 다시 증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일제 근로자의 2011년 1

명으로 2010년 1분기의 39,862,000명에 비해 약
1.4%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일한 전체 근로시간은
2011년 1분기에 평균 364.5시간으로 전년 대비 5.1
시간이 증가하였다(약 +1.4%). 따라서 2008, 2009

분기 단체협약상 주당 근로시간은 38.23시간으로,

년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분은 어

2010년 1분기의 38.11시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느 정도 정상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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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다. 또한 주식이전·교환
전체 근로시간규모는

합병

월 6일, ‘Vollzeitbeschäftigung steigt stärker

이는 전년
대비711약 2.8%가 증가한 수치이다. 근로시
695 727

761

667

• 출처: 1
.독
 일 고용연구소(IAB) 언론보고, 2011년 7

총 147억 시간으로,

716 717

652

als Teilzeitbeschäf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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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증가 대부분이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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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주식이전·교환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2.3%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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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2010년 고용현황


독일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창

(단위: 백만 명)

출된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파견근로(Leiharbeit) 부
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 신
규로 창출된 일자리 32만 2,000개 중에서 약 57%에

23.1
Mio

7. 8
tU

ʑeᱽၰ❭✙┡ᯥŁᬊ
❭čɝಽ॒እᱥ⩶ɝಽ

ᱶȽḢɝಽ

해당하는 18만 2,000개의 일자리가 파견근로였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75% 이상이 소위 비
전형근로(atypische Beschäftigung)의 형태였으며, 여

23.1
Mio

7. 8
tU

ʑeᱽၰ❭✙┡ᯥŁᬊ
❭čɝಽ॒እᱥ⩶ɝಽ

ᱶȽḢɝಽ

기에는 파견근로를 비롯한 기간제 고용, 저임금 고
2009
2010

◆ 고용자 수


❭čɝಽ

560

(단위: 천 명)

742
ᱡᯥɩŁᬊ

2009

2517

2010

❭čɝಽ ʑeᱽɝಽ

+32.5%

2574

4901

2517

4929
-2.2%

❭✙┡ᯥɝಽ

-2.2%

이었으며, 이 중에서 파견근로자 수는 74만 2,000명

+4.6%

+0.6%

기가 심각했던 2009년에 파견근로는 일자리 축소대
상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따라 파견근
로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경기가

2640
ʑeᱽɝಽ

2010년 독일의 비전형 근로자 수는 총 784만 명
으로 전년 대비 32.5%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위

2761

742

로 등이 포함된다.

+32.5%

2640

560

ᱡᯥɩŁᬊ❭✙┡ᯥɝಽ

2574

용과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파트타임 근

2761

+4.6%
4901
4929

+0.6%

호전됨에 따라 다시 많은 수의 사람들이 2008년 수
준 이상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
비전형 근로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근

자료: 연방통계청.

로자는 550만 명으로 남성근로자 230만 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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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지만, 전

에 월 3,419유로(한화 약 535만 원)에서 10년 뒤인

반적인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은 지속적으

2010년에는 3,446유로(한화 약 539만 원)로 증가하

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에 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저임금 근로자의 실

932만 명으로 집계되어, 2009년 대비 12만 2,000명

질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16~22% 정도 감소한 반

이 증가한 반면, 정규직 남성근로자는 4만 4,000명

면, 고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1% 이내로 증가하

이 감소하고 오히려 비전형 남성근로자 수가 17만

였다. 같은 기간 동안 독일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1,000명이 증가하였다.

은 2.5% 상승하였다.

한편,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산정에 따르면,
2000~2010년 기간 동안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
금은 고임금 소득자들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질임금은 2000
년에 270유로(한화 약 42만 원)에서 10년 뒤인 2010
년에는 211유로(한화 약 33만 원)로 감소하였다. 이

• 출처: 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1

년 7월 19일자, ‘Arbeitsmarkt: Leiharbeit
dominiert beim Stellenzuwachs’

	2. Manager Magazin, 2011년 7월 19일자,

‘Aufschwung: Neue Jobs sind zumeist

Leiharbeit’

와는 반대로 고임금 소득자들의 실질임금은 2000년

독일 : 일간지 편집인들을 위한 단체교섭 난항 속 진행
신문편집인(Redakteure)들을 위한 단체교섭이 다
음 단계로 접어들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지
난 수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왔고, 현재 분규의 위협
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BDZV)
와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
베르디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협상에서 BDZV

쪽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으나, 그것이 “어느 방향인

여러 연방 주들에서 경고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는 확실치 않으며, 협상은 당일 밤까지 이어진 것

가운데 일간신문사에 고용되어 있는 약 14,000명

으로 추측된다. BDZV측은 무엇보다도 소위 단체협

을 위한 9차 단체협상이 지난 8월 2일 진행되었다.

약 II(Tarifwerk II)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

노동조합 베르디(Ver.di) 내에 속한 독일 언론인연

르면 신규채용된 편집인력들은 명백히 저하된 조건

합(Deutscher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

하에서 일해야 한다. 이는 지난 수개월간 진행된 협

Union: DJU)과 독일 언론인협회(Deutschem

상 과정의 쟁점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 쪽에

Journalistenverband: DJV)는 사용자단체협회

서는 신규취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임금구조안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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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성탄보너스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베르디에 따르면, 이 협상 진행 중에 바덴뷔르템베

반면, 노조측(DJV와 DJU)은 사용자측의 주장을

르크 주의 21개 언론사 기자들이 파업을 감행하였

따르면 약 30%까지 임금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는데 이는 이 지역 언론사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고 해석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렇게 될 경우 양질의

수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에서도

언론이 파괴된다고 간주하고 BDZV에 대해 이 방안

오스트베스트팔렌-리페(Ostwestfalen-Lippe) 지역

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일체의 임금축소

과 루르(Ruhr) 지역의 신문사에 고용된 편집인들이

를 거부하고 4%의 임금인상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

일손을 놓았다.

으며, 계속해서 포괄적 단체협약의 필요성을 역설하
고 있다.
현재로선 분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다. DJV의 웹사이트에는 “지켜내라! 우리 편집인들

이번 9차 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노조원들의 약 98%가 무기한 파업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 출처: 1. Handelsblatt, 2011년 8월 2일자, ‘Neue
Tarifrunde für Tageszeitungsredakteure’

그리고 미래의 편집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더 거리로 나가 지지할 것이다…”라는 등 협상자들

	2. Neues Deutschland, 2011년 8월 3일자,

‘Bewegung in neunter Runde’

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올라와 있다.
협상은 다수의 파업과 경고파업을 동반하고 있다.

스웨덴 : 노동비용지수 증가
스웨덴 통계청은 2011년 4월 현재 스웨덴의 블루
칼라 노동자의 노동비용지수는 106.9이며, 사무직

임금에 따르는 일반적인 비용 및 근로세 등을 포함
한다.

노동자의 노동비용지수는 106.5인 것으로 보고하고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 사이에 스웨

있다. 노동비용지수는 2000년이 기준연도로 최초

덴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노동비용은 2.3% 정도 증

100.0으로 시작되었다.

가한 반면,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동비용은 이보다

노동비용지수는 노동비용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
간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지수에는 노동
시간 및 비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그리고 스웨덴 법
률과 단체협약에 따른 사업주의 복지비용 부담분 및

낮은 1.0%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출처: 스웨덴 통계청 SCB, 2011년 6월 30일자,
Pressmeddelande, ‘Arbetskostnadsindex,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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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생산직 노동자 조합원 감소로 연맹간 협력체제 형성 필요성 증가
스웨덴 생산직 노동자조합 총연맹(LO)은 최근 수

동조합연맹, 건설업 종사자 노동조합연맹 등의 위원

년간 조합원 수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런 조합원

장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연맹이 가입 노동자들에 대

수의 감소는 LO 산하 연맹들의 재정위기를 불러와

한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급격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조합원의 감소는 몇몇 연맹들의 재정 악화를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노

초래해 LO 산하 6개 노동조합이 사무실 공유 등을

동조합을 떠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통해 약 3,000만 크로나(한화 약 51억 원)에 상당하

LO는 노동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총연맹이

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특히 전기공 노동조

다. 2006년의 경우 LO는 총 180만 명 이상의 조합

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조합원 수가 계

원을 자랑했으나, 현재는 그 수가 줄어들어 약 150

속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노

만 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조합원 수가 약 30

동조합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만 명 정도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생산직 노동자들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계속 노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더 신뢰하지 않고

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인이 직접 임금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출처: S
 wedish Radio, 2011년 7월 17일, ‘Medlemsras
tvingar LO-förbund till samarbete’

런 노동자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LO 산하 전기공 노

영국 :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와 관련한 판결 내려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사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징계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

위원회 참석시 변호사를 대동하도록 허용 받지 못했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에서 학생에

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상의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

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보조교

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

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과, 항소법원에서는 이 보조교사의 직업활동의 권리

교사의 행동이 ‘신뢰의 남용(abuse of trust)’에 해당

가 징계 절차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해고되었다. 또한 해고

되었기 때문에 관련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하

결정과 함께 이후 어린이와 함께하는 직장에 부적합

였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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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것을 바탕
으로 하여 “법적 대리를 받을 권리는 사실에 민감하

고,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결정은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자칫 아동 관련 채용 금지와 관련

크며, 몇몇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이 요구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비록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징계
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를 인정할 여지도 남
겨 놓은 것이다.

된 관계 당국의 명단에 오를 수 있음에도 변호사의

• 출처: Personnel Today, 2011년 6월 29일자, ‘Supreme

대리를 허락 받지 못한 채 징계 절차를 거치는 상황

Court says no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in

에 대해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disciplinary hearings’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사실관계와 관련된 측면이

영국 :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연구 결과 발표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

국가부채 규모를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의

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줄여서

GDP 4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PwC)는 최근 국가재정 장기 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

재정지출을 GDP의 1.3% 정도 더 줄여야 하는데, 이

했다. PwC는 국가부채 수준을 2050년까지 경제위

는 현 GDP 가치로 보면 약 200억 파운드에 해당하

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인

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4%포인트 추가 인상(현재

상 및 200억 파운드(한화 약 36조 원)의 예산삭감이

20%) 또는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의 사용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연금수급개시연령

및 근로자의 기여율을 각각 2%포인트 추가 인상하

(SPA)을 2046년까지 68세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계

는 효과를 갖는다.

획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것에는 두 가
지 중요 원인이 있는데, 첫째, 1946년부터 1960년대

만약 현행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가부채는

중반 사이에 태어난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2050년에는 GDP의

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압박이다. 둘째 원인은 늘어난

9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PwC는 전망하였

고령자들을 위한 연금, 보건, 장기요양 비용은 늘어

다. 그리고 국가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46년까지 70

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세대의 수는 점

세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국가부채 규모는 2050년

점 줄어들어 이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

에 GDP의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는 데에 있다. 이것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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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reduce UK public debt in the long term,
says PwC’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고령자 1명을 부양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인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2. PricewaterhouseCoopers (2011) 보도자

줄어들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국가연금수급개시

료, 2011년 7월 6일자, ‘Raising retirement

연령 이상의 고령자 1인당 생산가능인구가 3.6명이

age alone is not sufficient for long term UK
debt sustainability - PwC’

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이 수는 2050년에
는 2.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 PricewaterhouseCoopers (2011) 보고서,

2011년 7월 5일자, ‘Fiscal sustainability

• 출처: 1. Employers Forum on Age (2011) 보도
자료, 2011년 7월 8일자, ‘Raising state

report’

pension age alone will not be enough to

영국 : 뇌졸중 근로자가 장애차별 소송에서 승소
뇌졸중을 이유로 해서 해고당했던 근로자가 장애

은 웨일스 지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된 차별 배상액

차별 소송에 승소하여 거의 40만 파운드(한화 약 6

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국 전체적으로는 장애를 이

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조

유로 해고당한 축구 기자에게 인정된 79만 2,000

너선 존스(Jonathan Jones) 씨는 뇌졸중 발병 5개월

파운드(한화 약 14억 원)가 최대 금액이다(Driscoll

뒤 업무능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되었

v. News Group Newspapers Ltd ET/3202077/07 &

다. 발병 이전에 존스 씨는 휴일, 휴가도 거의 사용

ET/3202319/07).

하지 않고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존스 씨

존스 씨사건을 대리한 스티븐 잭슨(Stephen Jack-

의 담당의사는 업무에 복귀하려면 스트레스가 적은

son) 변호사는 “주치의 소견서에는 존스 씨가 뇌졸

일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존스 씨의 회사

중 이전의 업무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는 스트레스가 없는 직무가 없기 때문에 그를 계속

없었음에도 해고 결정을 내렸다. 당해 사용자가 제

해서 고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웨일스 지역의

공한 결근 관련 자료를 보면 더욱 놀랍다. 존스 씨를

고용심판소는 존스 씨의 사용자가 해고를 대신해 취

해고하기 전 2년의 기간 동안 204명의 근로자들이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adjustments)

6개월 이상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 이 중

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

64명은 12개월 이상 휴가를 사용하였다. 게다가 존

고 판단하였다. 40만 파운드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스 씨가 11개월 내에 업무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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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
안 존스 씨를 기다려줬어야 했다”고 논평하였다. 사

고용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 출처: Personnel Today, 2011년 7월 11일자, ‘Stroke
patient awarded £ 400,000 in disability

용자측에서는 장기 휴가를 사용한 204명의 다른 직

discrimination case’

원들은 담당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는 점에서 존스 씨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영국 :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인구 눈에 띄게 늘어
지난 20년 동안 50세 이상 노동인구가 눈에 띄

에서)가 많은 사람들이 65세에 퇴직하는 것을 꺼리

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영국노총

게 만들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은 직원들이 퇴직 후

(TUC)에서 나온 한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를 대비해 저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실패함으로

1992년의 경우, 50세에서 64세 사이 연령층 가운데

써 연금 수급자 빈곤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

노동시장에 참가한 비율은 56.5%였으나 지난해 12

했다.

월 말 현재 그 비율은 8.4% 증가한 64.9%로 집계됐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일을 하고 있는 50

다. 같은 기간, 64세 이상 연령층 중 노동시장 참가

세 이상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하기

자 비율 역시 5.5%에서 9%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 역시 증가하고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영국노총은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축적된 기술과 경
험을 갖고 있는 고령노동자들이 높게 평가되고 있
다는 뜻이고, 정부가 법정 퇴직연령제(남자 65세, 여
자 60세)를 올 10월부터 폐기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

있다는 점이다. 크리스 볼 중고령층 고용네트워크
(The Age and Employment Network: TAEN)* 대표
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50세에서 64세 사

이의 인구 350만 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며 “이들의 적지 않은 수는 실망실업(혹은 잠재실업,

로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을 내놓았다.

hidden unemployment)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일자

하지만 브렌든 바버 위원장은 퇴직연령 이후에도 계

리를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직활

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점도 함께 지적했

동을 중단해 실망실업자군에 포함된 중고령층의 문

다. 그는 “저임금과 빈약한 연금제도(특히 민간부문

제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 중고령층 고용네트워크(The Age and Employment Network: TAEN)는 중고령층의 구직, 경력개발, 훈련, 진로모색
등을 돕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홈페이지: http://www.taen.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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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대표는 “55세 이상 인구의 4분의 3 가까이가

기간이 연장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

퇴직연령을 넘겨서도 일하기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년층 실업문제의 책임을 고령층에게 돌리는 것은 옳

현재로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고령층만이 실제

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ONS)에 따르면, 65~69세 인구의 오직 20%만이

장 큰 이유는 청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충분히

령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선호가 부

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경제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통계
고용상태에 있다. 볼 대표는 “이는 국민연금 수령 연

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주 소수의 사
용자들만이 이런 종류의 유연한 노동패턴과 고령 노
동자들에게 적합한 유연한 퇴직제도를 제공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국노총은 이 보고서에서 중고령층 고
용이 늘어난 반면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고 지적했

브렌든 바버 위원장은 “청년층 일자리 위기의 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령대를 불문하고 전
는 더 많이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자

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바버 위

원장은 “미래일자리기금(Future Jobs Fund)과 교육
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폐지,
그리고 대학등록금 인상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
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 1992년 4월의 경우, 16~17세의 48.8%가 고용상

• 출처: 1. TUC report, ‘Age and Gender: What has

태에 있었는데, 2010년 12월까지 그 비율이 23.6%

changed in the labour market in recent

로 떨어졌다. 18~24세 인구의 3명 중 2명(65.8%)은
1992년 4월 현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2010
년까지 58%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는 청년층이

years?’

2. G
 uardian, 2011년 7월 13일자, ‘'Significant'
rise in numbers of over-50s in workforce’

불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도 있지만, 고등교육

영국 : 고용관련법 전면 재검토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연립정부가 들어선

대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분

2010년 5월부터 각 정부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모

쟁조정절차 개선,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 병가휴가

든 고용관련법을 검토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

제도 개선, 사용자헌장(Employer’s Charter) 제정, 농

관련법 심의(Employment Law Review)는 ① 노사

업부문 임금위원회 및 최저임금제 폐지 등을 추진했

모두에게 형평성을 보장하면서 ② 기업활동을 위해

고, 동시에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노동권

요구되는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③ 유연성을 최

관련 규정 심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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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는 각종 노동법 규정이 사업장에서 준수되

연립정부는 좀 더 포괄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려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할 책임을 갖는 노동감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심의를 통해 다루려고 하는

독(조사)관(labour inspectorate) 제도가 없고, 대신 다

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수의 정부 부처 및 기구가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 노동시간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 최저임금제는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 파견업과 같은 고용중개업 관련 규정은 BIS 산하
파견업 감독기구(Employment Agency Standards
Inspectorate: EAS),

- 서로 다른 법률의 집행 모델들을 비교해 비용과
운영의 실익을 분석하고 하나의, 혹은 지금보다
는 적은 수의 기관에서 관련 법규를 통합, 집행하
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안 마련
- 현행 집행력 및 패널티가 법 시행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헬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 상담 채널과 일관성

- 허가 받은 고용알선업자(gangmaster) 행위에 관

있게 연계되는지, 좀 더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제

한 규제는 고용알선업자 면허공사(Gangmasters

공 방안은 없는지 등 법률 시행 절차 간소화 방안

Licensing Authority: GLA)

검토
- 법 준수 촉진 및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3의

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노동권에 대한
집행 책임단위가 각각 달라 노동자들에게 혼선을 주
고 권리구제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조직, 즉 상담조직이나 커뮤니티 그룹, 지방정부
당국, 기업 및 노동조합 등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당시 노동당 정부는 임금 및 노동권 헬프라인(pay
and work rights helpline)이란 이름의 단일 창구를 만
들어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 해당 법령 시행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들

이와 관련,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는 올 4

월 주목할 만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견서(‘Give us

a break’)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별로 나누어져

은 노동권을 보호하기에는 취약하다며 비판을 제기

있는 노동권 관련 법 시행을 ‘공정 고용기구(Fair

정이 분산돼 있어 혼선을 줄뿐더러 모든 노동권을

는 것이다. 또한 이 기구의 소관을 현행 법규정의 범

포괄하고 있지 못해 노동현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

주를 훨씬 뛰어넘는 모든 기본법적 권리, 즉 유급휴

자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억울함을

일, 불법적인 임금 공제, 모성 및 부성휴가 수당, 병

하소연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게 현

가수당 등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담소는

해 왔다.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는 “현재 법규

실”이라고 지적했다.

Employment Agency)’라는 조직을 만들어 통합하자

이를 통해 ① 법 집행의 틀을 단순화시키고 ②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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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③ 기구 운영의 효율

여 개 지역 상담소들을 통해 고용 문제나 경제적

성을 증대하여 발생 가능한 고용심판소 사건 제기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있

건수를 줄임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

다. 시민상담소는 “주로 소규모, 무노조 사업장

공하고 ④ 착취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악덕 사업

에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

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정한 경제환경을 유지할

지 못하는 수만 명의 저임금 및 상대적 저숙련

수 있도록 돕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대했다. 이 제안은 이미 아동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법적 의무를 행

모임(Child Poverty Action Group: CPAG), 법률센터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위반을 하고

연합(Law Centres Federation: LCF) 등을 비롯한 다

착취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악덕 사업주와 직업

수의 자선단체, 로비단체, 법률구조활동단체 등의

소개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지를 받고 있다.

다수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공정

한편 각종 노동권 관련 규정 심의는 지난 1월 시

성, 형평성을 위한 법률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작되었는데, 정부는 이미 핵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민상담소는 유급주휴수

의견을 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이를 토대로

당, 주당 최장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 등의 분야

검토 결과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안내용은

에서 법 남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컨설팅을 통해 다시 검토된 후 올 연말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자선단체이다. 전국 400

• 출처: 1. EIRO, 2011년 6월 21일, ‘Government
reviews employment rights enforcement’

2. BIS, 2011년 7월 20일, ‘Employment
Law Review’

영국 : 노동자 5명 중 3명, 임금 동결
올 들어 영국 노동자 60%가량의 임금이 동결되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노동자 5명 중 3명

는 한편, 식품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 인플레이션

꼴로 임금이 동결됐고, 20명 중 1명꼴로 임금이 삭

이 겹쳐 영국의 대다수 가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최

감됐다.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는 4명 중 1명(28%)이

근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와 영국소매협

었다. 특히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의 재정지출 대폭

회(BRC)는 각각 노동자의 임금 동결(및 삭감)과 가

축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

계예산 부담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노동자 중 77%가 임금이 동결됐고, 인상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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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3%에 불과했다.
임금이 삭감되고 동결된 노동자들의 경우 가계에

비자들이 세일품목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반
영하듯 실제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는 상품들 10개

부담을 더욱 심각히 느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

중 4개가 판촉제품이다. 따라서 협회는 “사람들은

지만, 문제는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들 역시 식품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판촉제품을 사

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타격을

려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경험하는 식품가격

됐더라도 그 수준이 현재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

분석했다.

받고 있다는 점이다. CIPD는 “운 좋게 임금이 인상
렵기 때문에 여전히 예산 압박을 경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5.2%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한편 CIPD는 올 하반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
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영국소매협회(BRC)에 따르면, 7월 중 식품가격

예상했다. 이는 올 10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

은 지난해와 견줘 5.2% 오르는 등 평균 소매물가는

용되기 때문이다. 올 8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2.8% 올랐다. 물론 가격이 내려간 품목도 있다. 의

5.93파운드인데, 10월부터는 15펜스 오른 6.08파운

류나 신발 가격은 1년 전과 견줘 1.9% 내려갔고, 소

드(한화 약 10,810원)가 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비자 구매욕구의 저하로 7월 전기제품 가격 역시 지

주로 임금이 인상되는 시기가 1월에서 5월 사이임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8% 내려갔다. 그럼에

을 감안하면, 대부분 노동자들은 연말까지 별다른

도 전반적인 물가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 CIPD는 8월 말 발표될 인플레이션 통계는 소매

• 출처: 1
 . Guardian, 2011년 8월 3일자, ‘Households

물가 상승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budgets hit by frozen pay and rising food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prices’

소매협회는 가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사람들의 소

	2. P
 ersonnel Today, 2011년 8월 3일자, ‘Pay
frozen for three-fifths of workers’

비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점점 더 많은 소

이탈리아 : 청년 실업률 2004년 이후 최고치 기록
2011년 1사분기에 실업률은 8.6%로 감소했다

아 통계청 Istat(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에 의

(2010년 1사분기 실업률 9.1%). 작년과 비교해 보

하면,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실업률

면, 남성의 실업률 수치는 0.2% 감소했고, 여성의

은 2010년 1사분기 28.8%에서 2011년 1사분기에

수치는 0.9%로 더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탈리

29.6%로 증가했고(2004년 이후 최대치), 남부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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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들의 실업률은 46.1%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 3년간의 하락 이후, 산업부문의 고용은 엄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흥미로운 현

격한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복구되는 경향(1.5%,

상은 구직자들이 일을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 뿐

70,000명)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자영업자

만 아니라(79,000명), 일하지도 않고, 일을 찾지도

와 피고용자로 분산되어 더 긍정적인 결과(0.9%,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61,000명). 비경제

140,000명)를 기록했다.

활동인구는 37.8%로, 1년 전에 비해 0.2% 증가했

장기간의 감소 후에 풀타임 노동자들은 증가 추세

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원인은 이탈리아 인구

(0.2%, 37,000명)로 돌아섰다. 파트타임 노동자들도

(-38,000명)의 감소와 여성과 외국인 인구(165,000

증가 추세(2.3%, 78,000명)에 있지만, 여전히 비자

명)의 증가 때문이다.

발적으로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

2011년의 1사분기 동안, 취업자의 증가 추세는

거에 비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정규직(종신 고용) 노

0.5%로 더 높아졌고(116,000명), 이러한 결과는 모

동자로의 전환(-0.1%, -19,000명)은 매우 제한되

두 여성 취업의 증가로만 이루어졌다. 고용률이

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4.1%, 84,000명)

(56.1%에서 56.2%로) 약간 증가한데 비해서 이탈리

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 취업자의 감소(-160,000명)는 계속되었다. 외국
인 고용(276,000명)은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2010년

• 출처: Italia Oggi, 2011년 7월 2일 기사, ‘Giovanni,
il lavoro e' miraggio’

의 1사분기 62.8%와 비교할 때 62.4%로 감소했다.

이탈리아 : 청년들 28.8%가 일도 공부도 하지 않아
올해에도 실업률은 빨간불이다. 특히 청년들에 대
해서는 실망감의 증가와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률은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탈리아는 생산성과 업종

고 있다. 25~30세의 청년들 중에서, 4명 중 1명 이상

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Cnel

이(28.8%) 일하지도 공부하지도 않는다고 국가경제

의 위원장인 안토니오 마르자노(Antonio Marzano)

노동위원회 Cnel(Consiglio Nazionale dell'Economia

는 말한다.

e del Lavoro)이 2010~2011년 노동시장보고서에서
경고하고 있다.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낮은 경제성장

이다: “2011년 고용률은 여전히 감소 중이고,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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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마우리지오 사코니(Maurizio Sacconi)
의 취임 후,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도 계
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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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nel의 분석은 “현재 (노동생산성의) 증
가 추세가, 고용률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

해야 한다고 논평한다.
Cnel의 보고서는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을 확인”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반발이 우려된

25~30세 사이의 청년들이 이전에는 24%였는데,

다.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 Cgil(Confederazione

2010년의 3분기에는 28.8%로 높아진 것을 명백하

Generale Italiana del Lavoro)은 “현재 진정한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 덧붙여지면서, 해고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복귀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게 보여주고 있다.

• 출처: La Stampa, 2011년 7월 15일 기사, ‘Fra i
giovani il 28,8% non studia e non lavora’

프랑스 : 파기원, 재량근로일제(forfait-jours)를 적법하다고 결정
지리한 공판 끝에 최고법원(파기원)은 연장근로수

간제를 정한 오브리II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우파에

당을 요구하는 간부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

의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된 상태이다.

만, 오브리II법이 만들어 놓은 재량근로일제(forfait-

오브리법은 간부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

jours) 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연

*

간부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쟁점으로 한 이 거

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간부직 근로자들의 보수를 정

대한 해일이 프랑스 경영자들을 침몰시키지는 못하

하도록 하였다. 일반 근로자들은 보통은 주 35시간

였다. 파기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상업계열

근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간부직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이 제도

시작되며 그 한도는 일 10시간, 주 48시간을 넘지 못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주장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간부직 근로자들은 허약

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제도는 주 35시간 근로시

한 보호막 탓에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연간 217일

*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2000년 1월 19일의 오브리(Aubry)II법은 간부직 근로자에게는 주 35시간 근로시
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연간 근무일을 계약(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간부직 근로자들
은 근로시간 계산을 시간(時間) 단위로 하지 않고 일(日) 단위로 한다. 이들이 독립된 근로시간계산제도를 갖는 이유
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업무에 있어서 그 성질이 다르고 고도의 독립성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
제로 치면 일종의 재량근로시간제라고 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우리의 경우는 시간단위로 근로시간을 간주한다는
점이다. 연간 근로일은 법 제정 당시에는 총 217일까지였지만 2004년에 218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었다. 아마 신문
기사의 217일은 오류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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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 13시간까지, 그리고 주 6일을 근무해도 무방

2010년 1월의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기

하다.** 현재 우파는 이런 규정을 확대하여 간부직까

원은 수많은 간부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

가능성만을 열어 주었을 뿐 재량근로일제 자체는 합

게도 확대 적용하고, 그 한도를 연 235일까지, 어떤

법적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우에는 연 282일까지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

‘프랑스기업협회(Medef)’는 일단 이 결정을 환영

하고 있다. 그러나 파기원이 구제해준 재량근로일제

고 있다.
파기원에 제기된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금속노동

는 더 이상 유럽 헌장의 사회권 조항을 준수하고 있

조합과의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직

지 않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프랑스를 유럽 헌장의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경우였다. 재량근

사회권 조항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고, 근로시간이

로일제를 적용받는 간부직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지나치게 길다는 결정

그들의 근무일에 따라 그들의 노동량을 계산한다.

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프랑스는 법을 수정하여 준

그동안 이것이 합법적이었고 계산 또한 잘 이루어져

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체하였고 결국

왔다. 그런데 2009년 캔(Caen)의 항소법원이 연장근

법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로시간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간부직 근로자의 항소

은 “경영진이 아닌 간부직 근로자들을 처벌하게 하

를 기각하였고, 어제 파기원은 그 결정을 파기, 파리

는 프랑스법의 불법성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

항소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원은 근로자의 건강

다면 분쟁은 늘어날 것이다”고 주초에 경고한 바

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 재량근로일제에 포

있다.

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것이 사용자에 의해 준수되

• 출처: 뤼마니떼(l'Humanité), 2011년 6월 29일자,

지 않았다면 재량근로일제는 무효인바, 근로자는 사
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기원은 (간부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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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ur de cassation laisse intact le forfaitjours’

세계노동소식

프랑스 : 파리정치대학-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최근 10년 동안 학생수를 두 배로 크게 늘린 명문

성장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학생수는

학교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시앙스포)이 만일

4,500명에서 10,000명으로 증가했고, 교수수는 550

구성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

명에서 900명으로 증원되었다. AFP통신의 질문에

는다면 탈진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테크놀로지아

리사르 데스쿠엥(Richard Descoings) 학장은 이 보고

(Technologia) 연구실이 메디아파르(Médiapart) 보고

서가 훌륭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서에서 밝혔다.

자신은 해고가 아닌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을

연구실은 “파리정치대학이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

하는 이러한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만일 그
렇지 않다면 구성원들이 곧 지쳐 버리고 말 것”이라

고 ‘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진단’ 편에서 요약했다.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마지막 주에 노조를 소집해서 9월에 세부
적인 시행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2011~2012
년 시즌에는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항시적인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파리정치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은 바

구성원들은 31%가 그들의 근로조건이 작년에 하락

로 연수 중인 교직원으로 그들은 연구자로 대접을

했다고 여기며, 35%는 스트레스를 자주 겪고 있고,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울러 내부 의견수렴

절반은 과중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 단체행동으로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

보고서는 근로 환경에서의 복지를 무시해 버린다

하다고 한다.

면 과로에 대한 위험과 조직개편에 대한 부적응, 그

직종별 위험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로 테크놀로지

리고 직원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

아는 2010년 프랑스 텔레콤과 르노사(社)에 대한 보

고 있다.

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파리정치대학은 인문
사회과학의 연구·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인 학교로

• 출처: 르피가로(Le Figaro), 2011년 7월 13일자,

‘Science Po: salariés surmenés’

프랑스 : 6월, 실업자 계속 증가
7월 27일 프랑스 노동부와 고용청은 6월 들어 2

동안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들(이른바 A군(群))의 수

개월 연속 실업자가 증가하여 총 실업자 수가 270만

는 정부가 실업률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들

명 이상이라는 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한 달

의 수가 6월에 들어서만 3만 3,600명, 실업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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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1.3% 증가하여 총 272만 명이 되었다. 전년대

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비 1.5% 증가한 숫자이다.

하였다.

간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이른바 B군

자비에 베르트랑 노동부 장관은 또 실업자들과 기

(群)과 C군(群))은 5월부터 2만 5,200명이 늘어나서

업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속적으

총 0.6%가 증가하였다고 고용청은 발표하였다. 이

로 고용청의 로드맵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들 실업자의 수를 합치면 총 410만 3,700명에 달한
다. 연 단위별로 계산하면 4%가 오른 셈이다.

“정부는 매월 증가하는 실업률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 실

장년층의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6

업률의 뒤에는 고통받고 있는 남녀 대중들이 있다”

월 한 달에만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장년층의 수가 5

고 사회당 당수 선거에 출마한 마틴 오브리(Martine

월에 비해 2%가 증가하였다. 한 해 동안 장년층의

Aubry)는 한탄했다. 릴(Lille)의 시장은 “정부는 실업

실업률은 13%에 달한다. 25세 이하의 실업률은 5월

률에 아침, 점심, 저녁마다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실

에 비해 6월에 1.4% 증가했는데, 고용청의 장부에

업자들과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는

는 43만 5,500명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수치

실업이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는 작년 6월의 수치보다는 4.4% 감소한 것이다.
5월에는 지난 4개월 연속해서 실업률이 총 0.7%

분명히 아무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증가했는데, 이에 대하여 자비에 베르트랑(Xavier

현재 휴가 중인 사회당의 당수는 “대통령은 여론

Bertrand) 노동부 장관은 7월 초 하원에서 채택한 구

조사의 곡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실업률 조

체적인 대책을 좀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

사 곡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당

였다.

의 노동 및 고용 정책 담당자인 알랭 비달리(Alain

업 안정화 협정’이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인 실책과 정치적인 쇼”만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협정은 정리해고된 실직자들에게 임금의 98%까

• 출처: 르몽드(Le Monde), 2011년 7월 27일자,

자비에 베르트랑 노동부 장관은 9월 1일부터 ‘직

지 보상하고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는 또
이 정책이 새로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견습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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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alies)는 사르코지 대통령에게는 “일련의 경제적

‘Nouvelle hausse du chômage en juin en
France’

세계노동소식

세계 노사정 소식
아시아

일본 : 인터넷기업 고용확대, 주요 8개사의 사원 60% 증가
인터넷 관련 기업의 사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

7,022명으로 최근 3년간 약 80% 증가하였다. 가상

고 있다. 인터넷 관련 주요 8개사의 종업원 합계를

상점가 사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고 있는 데다 외국

보면, 올 3월 말 현재 약 16,000명으로, 이는 금융위

인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고용증가의 원인이라

기 이전인 2008년 3월 말에 비해 60%, 1년 전에 비

할 수 있다. 올해에는 중도채용만으로 약 300명이

해 10%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라쿠텐은 올해 작년

채용되었으며, 내년 봄 신규채용도 다수가 될 것으

보다 35%나 많은 600명의 신규졸업자를 채용할 계

로 예상된다.

획인데, 이는 인원수만으로는 대기업(제조업)에 필

한편, 교류사이트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기

적하는 수치이다. 최근 제조업 등이 합리화 등을 이

술계 학생의 신규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로 채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기

야후 재팬이 올 봄 채용한 신규졸업자 267명 중 약

업이 새로운 고용처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할

3분의 2가 기술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
인터넷 관련 기업의 고용관련 데이터는 시가총

인터넷 게임업체인 ‘그리’의 사원수는, 인터넷 게

임의 개발인원을 대량 채용한 결과 최근 1년간 3배

액이 1,000억 엔(한화 약 1조 4,439억 원) 이상인 주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NA’도 2009년 이후

요 8개사(라쿠텐, 야후, 사이버 에이전트, DNA, 가

계속해서 매년 4월에 40~60명 정도의 신규채용을

가쿠닷컴, 그리, 스타트 투데이, M3)의 유가증권보

실시하고 있다.

고 등을 집계한 것으로 종업원수에는 파견사원과 아

• 출처: 일
 본경제신문 석간 1페이지, 2011년 7월 13

르바이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8개사 중에서 가장
사원수가 많은 라쿠텐의 2011년 3월 말 사원수는

일자, ‘ネット企業雇用拡大、主要8社の社員

6割増、楽天は今年600人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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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베이징 기업임금가이드라인 발표-물가와 연동, 최저인상률 5%
지난 6월 30일 베이징시(北京市) 인력자원·사회

기술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기업은 경

보장국은 2011년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자와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1년 베이징시 기업임금가이드라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각 유형의 기

인은 평균임금 인상률 기준선이 10.5%, 상한선이

업은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중요지표로 삼아 기업

15.5%, 하한선은 5%이다.

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임금단체협상을 전개하고,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올해 생산경영이

정상적인 종업원 임금인상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정상적이고 경제효율이 성장한 기업은 기업 실제상

지적했다. 공회측은 주동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체

황과 기준선, 즉 10.5%의 평균성장률을 결합하여

결할 것을 요청하고, 기업측은 적극적으로 단체교섭

기업 종업원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 2년 동

에 임하여 노사쌍방이 임금단체협상을 통하여 기업

안 효율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올해 기대효율성장

임금인상률과 임금분배 방안을 확정하고 임금단체

이 여전히 비교적 빠른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한선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동시에 협약서를 소재구

15.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인상

(區)와 현(縣)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제출하여

률을 정해야 한다. 경제효율 상황이 이전과 비슷하

보존해야 한다.

거나 다소 감소한 기업은 기업의 실질상황과 하한선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기업에 대해 발표

5%를 결합하여 기업임금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연도별 종업원 임금인상 건의로 집행에 강제성

경영손실 기업이나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이 곤란한

이 없고,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정부가 기업임금 분

기업은 공회 또는 직공대표대회와 협의하여 임금을

배에 대해 거시적 지도를 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인상하지 않거나 마이너스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

각 유형의 시장주체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전개하고

우 종업원의 임금은 베이징시 최저임금기준보다 낮

임금인상률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

아서는 안 된다.

할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임금총액관리를 실현하는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기업은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임금인상률이 완만한 생산일
선 및 기술노동자의 임금인상에 힘써야 하며, 생산
일선 및 기술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기업노동자 평
균임금인상률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생산일선 및

146_

2011년 9월호 <<

데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유기업의 소득분배에
구속적 작용을 한다.

• 출처: 人
 民网, 2011년 6월 30일, ‘北京发企业工资
指导线 与物价软挂钩最低涨5%’

세계노동소식

중국 : 작업장 보건안전 취약기업 엄정처리 추세
중국 내에서 갈수록 작업장 보건안전과 환경보호

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무렵, 임신한 동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국이 내세우는 조화

여직원이 쓰러지고 이것이 납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

사회 및 취약계층인 노동자 보호와 맞물려 더욱 강

으로 드러나면서 노동자들은 단체로 검사를 요구했

조되는 추세이다.

다. 이 배터리 공장과 근방의 4개의 유사한 배터리

중국 장쑤성 창조우 당국은 대만계 배터리 공장

공장 시설이 현재 잠정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다. 창

의 200여 노동자들의 납중독 심층조사를 위해 이들

조우 보건안전국의 한 직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을 지역보건국의 2차검사에 넘겼다. 이번주 초 창조

이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

우 부녀아동병원은 대만계 배터리 회사의 100여 명

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공무원은 공장이전문제가

의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다수가 납중독 환자라고

배상 및 보상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지역당국이 개입

발표한 바 있다. 이 병원은 100여 명 중 적어도 70여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

명은 증세가 심각하다고 발표하였다. 정상인의 평균

역당국은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보상 및 배상에 임

수치가 리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인데 반해, 이

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공장을 이전하도록 요구

들 노동자는 280~400 마이크로그램인 것으로 나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났다. 이런 이유로 지역당국은 200여 노동자 모두를
지역공공센터에서 정식으로 재검사 받도록 하였다.

• 출처: China Daily, 2011년 7월 6일자, ‘200 tested
for feared battery plant poisoning’

노동자들에 따르면,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

중국 : 또 한 명의 자살과 NGO 비판보고서 발표 등으로 폭스콘 첩첩산중
중국 남부의 폭스콘그룹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

가 아니라서 잔업 등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로 자살

동자가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보도되었다. 현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년간 10여 명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과 델컴퓨터, HP, 노키아,

의 연쇄자살 이후 폭스콘은 잔업시간을 줄이고 급여

소니에릭슨의 주요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1

를 올리는 등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해 왔다.

세인 이 노동자는 선전(深圳)의 폭스콘공장 6층에

한편, 이 사건과 더불어 폭스콘은 최근 중국노

서 떨어져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동자는 지난

동관련 미국 NGO단체에서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달 입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된 상태

또 다른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Chin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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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CLW)가 7월 12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여러

사직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발한다. 즉 일부러 책임

측면에서 폭스콘의 노동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첫

자나 담당자가 사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

째, 폭스콘(쿤산공장)은 16~30세의 여성노동자를

다. 또한, 이 공장의 애플제품 생산라인에서는 직원

선호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 제22조의 차별금지조

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항에 위반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둘째, 그동안

있다.

많이 줄여 왔지만 폭스콘의 월평균 잔업시간은 여

• 출처: 1. Telegraph, 2011년 7월 21일자, ‘Apple, HP

전히 80시간을 넘는다. 이는 노동법상 월36시간 조

and Dell among companies responsible for

항에 위배된다. 셋째, 실습생은 잔업을 할 수가 없는
데, 폭스콘 쿤산공장에서는 실습생이 주말 중에 하
루를 근무하며 이에 대한 잔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
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또 다른 폭스콘공장(롱
화)을 조사했는데, 이곳에서는 피크기간에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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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weatshops', claims report’

	2. Reuters, 2011년 7월 20일자, ‘Another
Foxconn worker “falls to death” at south
China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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