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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외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주는 시사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3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2011.9.9, 비정규직 종합대책)하였으
며, 민주당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30%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5대 사회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저임금근로자 등의 사
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2011.9.9)하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
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 미납 문제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입자의 기여에만 의존하는 재정 운영
방식에서 국가의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행정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호에는 선진 4개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에는 동일한
보험료율(flat-rate contribution rate)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개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에
게 불리한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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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라가 많은데,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4개국은 고용정책이라는 목적을 위해 명시적으로 사
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나라들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소
득 간의 차이를 조세격차(tax wedge)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조세 및 기업·근로자
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수준에 따라 노동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 나라에 따라 노동수요
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프랑스),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독일), 정규직 채용 확대와 전환 촉진 등의 특정한 목적
으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스페인), 저숙련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모두를 감면하는 유형(벨기에)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 글에
서는 외국의 정책을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외국은 사회보
험료 재정을 노사의 기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사회보험
재정이 감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이외에는 가입자의 부담에 의해서만 재원을 충당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으로 부
르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는 저임금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대규모
로 감면하고 있다. 저숙련근로자의 장기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비임금 노동비용을 인하하여 노
동수요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정책적 목적이 있다. 1993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인 저임금근로
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고용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에 따라 2003년 미니잡(Mini-Job)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월 근로소득
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임금 고용이나 연간 근로일수가 2개월 또는 50일을 넘지 않는
단기 고용에 대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동일
하며 노동법에서도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차별을 둘 수 없다. 그러나 미니잡이 증가하면서 저임
금 고용률과 근로빈곤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기 때문에 신규 노동공급 유인효과가 작은 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총 근로시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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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례에서는 정규직 채용과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료 감
면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용 구성을 변화시키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지
속적이지는 않아서 결국 노동이동률을 증가시키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구 단
위의 근로장려세제(미국의 EITC, 영국의 WTC)가 빈곤을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지만
이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이나 총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반면 벨기에는
풀타임 등가소득(full-time equivalent earnings)을 적용하여 사회보험료를 감면함으로써 낮은
노력(low effort)과 낮은 숙련(low skill)을 구별하여 저숙련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고용
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된 연구들은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목적과 그 효과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
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건과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
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얼마나 일하는
지를 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이 수반되는 비용보다 커야 당사자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것이다. 이는 재정적인 제약
을 고려하더라도 처음 붓는 물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마중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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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Pascale Turquet (프랑스 렌느 2 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현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2/3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로 충당되고 있
다. 20여년 전부터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사회보장제도
총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형태를 띤다.
- 첫
 째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정책
인데, 1970년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다시 부각되었다. 이 정책은 당시에 실업에 대처하
기 위하여 실시한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데, 청년이나 비숙련 근로자 혹은
장기 실업자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이 정책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재분배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시장의
선별 기능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감면정책은 전면적인 면제이든 부분적인 감
액이든 대개 임시적인 조치다.
* 편집자 주 : 프랑스에서 ‘사회보험(assuraces sociales)’은 법정연금보험과 의료보험만을 가리킨다. 여

기에 산재보험과 가족수당제도를 더하여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라고 하며, 여기에 다시 실
업보험과 공공부조를 더하여 ‘사회적 보호제도(protection sociale)’라고 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

면,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회보험료에 산재보험료와 실업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 글에
서는 이 모두를 통틀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 공제 형식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이 말 또한
가장 광의로 사용한다) 재원을 편의상 ‘사회보험료’라는 용어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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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 두 번째 형태인 소위 일반감면정책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후퇴기였던 1993년부터 시작되
었다. 이 정책은 대량실업의 증가, 특히 미숙련 근로자들의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
이다. 이 방안은 노동비용의 상시적인 감축을 의도하며, 첫 번째 형태의 특수한 집단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보다 좀 더 의미심장한 근로자 집단과 관련된다. 이 정
책의 수혜자들은 임금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그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일반감면정책인데, 그것이 오늘날 프랑스의 고용 정
책 가운데 가장 주된 (그리고 가장 비싼) 지향점을 대변하기 때문이다.1) 이 제도는 법률상의 사
회보장제도(질병, 모성, 장애, 퇴직, 사망 및 가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밖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공동으로 관
리하는 협약상 사회보장제도(실업보험 및 협정연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일반감면제도, 일명 ‘피용

(Fillon)2) 감면’은 민간부문의 저소득 임금을 대상으로 한다. 감면의 최대액은 기업의 상시 근로
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수가 19인 이상 기업의 사용자는 점감 형태로 총 임금의 최대
26%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의 감면은 법정 최저임금(SMIC)3) 수준의 임금에 적용
된다. 감면액은 임금이 높을수록 줄어들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6배가 되면 감면액은 0이 된
다. 근로자 수가 1~19인 사이의 기업들은 28.1%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도입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이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프랑스에
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와 복지재정에 관하여 반복되는 논쟁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1) 2007년부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감면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고, 인용된 두 조치에 추가되
었다.
2) 이 제도를 실시한 프랑스 노동부 장관의 이름.
3)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은 프랑스의 법정 최저임금이다. 주 35시
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세전 계산되는 월 최저임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1,365유로이며 세후
임금은 월 1,070.76유로다. 감면액은 근로자가 받는 연봉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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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의 일반감면 : 목적과 고용에 미친 영향

이론적으로는 노동비용의 감소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발생
시킨다. 노동비용의 감소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를 억제하며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 수요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노동비용의 감축 전
략은 고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과실을 거둘 수 있다.
- 생산 요소들이 대체 가능할 것
- 비용의 감소가 가격에 반영되고, 수요가 가격에 민감할 것
이론적으로 임금비용의 감소가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노동 밀집도가 높은 부문에서 좀 더
민감하다.
프랑스에서 임금비용의 수준은 1980년대부터 이미 낮은 생산성의 근로자들의 실업에 책임
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그 때부터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당시에는 취약계층 근로
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선택이 취
해졌다. 저임금에 대하여 노동비용을 감면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때는 1993년의 경기
불황기이다. 이 정책들은 최저임금 근처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수
는 당시에 이미 350만 명에 달하였다.4) 이 제도는 그 불안정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최초
의 도입 이후 매우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이다(아래 박스를 참조). 1990년대 말에는 당시 제정
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5)에 대한 보상으로 감면정책이 도입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
감면액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처럼, 관련 근로자들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는
이러한 일반감면 제도에 초과근로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4) 프랑스에서 고용된 근로자 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5) 1998년과 2000년에 오브리(Aubry)법의 형태로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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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연혁
- 1993 : 가
 족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 감면 제도 도입. 최저임금의 1.1배까지 전액
감면(감면율 5.4%), 최저임금의 1.1배에서 1.2배까지는 반액 감면.
- 1995 : (이른바 쥐페 정책) 최저임금 수준에서 사용자 보험료의 18.2% 감면. 그 이상에
서 점차 줄어드는 환불 형식으로 감면. 최저임금의 1.3배에 이르면 환불 중단.
 브리 정책으로 감면 실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면서 주당 35시간 근로
- 2000 : 오
나 연 1,600시간 근로를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한 기업을 대상. 최저임금 수준에
서는 보험료의 26%까지 감면, 최저임금의 1.8배까지 줄어들면서 감면.
- 2003 : 피용법. 과거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인 쥐페의 환불 정책과 오브리의
감면정책을 혼합.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험료의 26% 감면, 최저임금의 1.7배까
지 점감하는 단일 제도 실시. 2005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1.6배를 한계치
로 수정. 2007년 7월 1일부터 20인 이하의 기업에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감
면율 28.1%로 인상(의료보험, 가족수당 및 법정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 전부에
해당).
 0월 1일부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가리지 않고, 전체 근
- 2007 : 1
로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실시.

많은 연구들이 사회보험료 감면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감면 제도가 고용의 수를 늘리는 데는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는 결론을 같이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각 연구마다 다르게 나온다. 창설되거나 보전된 고용은 50억 유로의
예산당 125,000명에서 560,000명에 달한다(이는 현재 감면 제도에 충당되는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아래 참조).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 매우 다양해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몫에 대한 제도 개혁의 기대 효과는 감
면 제도의 구조와 동시에 노동비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갖는 값에 달려 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임금수준의 설정, 감면액 그리고 감면 제도의 지속 기간이 제도의 효율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특히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노동비용에 대해서 갖는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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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가설들 또한 상이한 연구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는 최저임금 근처의 저임금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핵심적으로 이 제도가 저임금 고용과 손쉽게 동일시되는 비숙련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집중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항상 숙련도에 맞추어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닌데, 특히 실업이
만연한 시기에 그러하다. 업무를 필요로 하는 숙련도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개인적
인 숙련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매년 고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INSEE(국립통계경제연구원)가 사용하는 직업 분류
를 따르면, 임금 고용 중 비숙련6) 고용의 비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하락한 다음 안정화된
다. 비숙련 고용은 1982년에 비농업 상품 부문에서 전체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로 환산한 수
의 거의 4분의1에 달했지만, 1992년에는 1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비율상 상대적인 하락은
동시에 그 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감소였다. 하지만 1994년부터 이러한 하락세에 제동이 걸
렸고, 비숙련 고용의 수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락세의 중단은 1993년부터 시행된 저임
금에 대한 보험료 감면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실업통계에서는 무자격증 근로자들로 간주된다)
의 실업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7)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
하다.
-첫
 째, 최저임금 근처에서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리는 1993년부터 실시한 감면의 범위와 액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을 부분적으로 설
명해 준다.
-둘
 째, 비숙련 근로자들은 그들과 경쟁하는 젊은 숙련 근로자들이 하향 취업하는 현상 때문
에 일자리를 찾는 데 애를 먹는다는 설명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은 자격증을 가진 젊
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비숙련직에 지원하도록 하고, 그 결과 비
숙련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라고 생각했을 법한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

6) “특정한 직업훈련 없이도 취업할 수 있으며, 그 임금이 협약상 임금표의 아래에 위치하는 모든 고용
은 비숙련 고용이다.”
7)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실업률은 15%인데 이는 평균 실업률보다 5~6%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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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근로자들이 취업 생활의 초기에 비숙련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이른바 숙련 근로자들의
하향 취업 가설은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비숙련직
근로자들의 상황까지도 또한 악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에 의하여 창출된
일자리는 충분하지 못하고 또 대량실업의 시기에는 노동시장이 매우 선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애초에 대상으로 삼았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임금이 감면과 연동되어 정체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금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문턱 효과(측정하기는 힘들지만)에 대한 우려가 감면의 폭
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저임금에 대한 감면 제도가 역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감면 제도는 또한 영세기업과 저임금 고용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우대하는 것이기
도 하다. 이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낮은 업종, 종종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업종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논쟁 중인 복지 재정 : 다양한 제안들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최저임금 수준에서 프랑스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실
제 비율은 1990년대 초반부터 명확하게 낮아졌다. 실업보험이나 협정연금제도처럼, 좁은 의미
의 사회보장제도 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지난 20년 동안 4% 가까이 오른 것
에 반해, 법정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는 총 임금의 33%보다 좀 더 높은 수준
에서 4.48%로 낮아졌다. 이는 근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감면정책에 기인한다. 오늘날 사용자
의 사회보험료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복지재정 전체의 21.6%에 불
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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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저임금 수준에서 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료 부담률의 변화(총 임금의 100분율, 198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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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년 1월부터 주당 35시간제로 변경하였거나(금색 점선) 39시간제로 남아 있는 (금색 실선) 파리 지
역의 20인 이상 기업을 간주하여 계산.

사회보장기금위원회에 의하면,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2010년 약 210억 유로에 달했는데 이
는 국내총생산(PIB)8)의 1%보다 약간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일반감면 제도는 단연 가장 중요한
감면 제도이다. 일반감면 제도는 사회보장기금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의 일부를 사회보

예상 상대적변화(참여도)

장기금에 지원해 주는 조치를 수반한다. 이는 공공재정의 손실을 야기한다.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그것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반복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 대
표는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며 프랑스는 노동비용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
조합들은 비싸기만 하고 별 효율이 없는 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2006년에
는 감사원도 감면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라기보다는 차라리 고용

의 감소를 늦추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감면 제도를 ‘매우 불확실한’ 양적 효율성에 비해
비용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경쟁

8) 같은 해, 초과근로에 대한 감면은 약 30억 유로로 증가하였고, 국가가 부담하는 특수 감면은 33억
유로에 달하였다. 이 감면은 일반감면에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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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는 업종이나 기업을 구조조정에서 유예하여 줌으로써, 피할 수 없는 손실이나 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일반감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
을 국회에 제시하였다.
- 첫째, 감면의 한계를 최저임금의 1.6배에서 1.3배로 낮출 것(1년에 약 70억 유로 절감).
- 둘째, 2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제한할 것(1년에 90억에서 100억 유로
절감).
그러나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다만 2008년 법에서 사회보험료
감면을 연례임금교섭의무와 결부시켰을 뿐이다. 만일 사용자가 1년 내에 교섭 의무를 준수하
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감면액은 줄어들게 된다. 한편, 2011년부터는 월급이 아니라 연봉을 기
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는데, 이는 일부 사용자들이 지급하는 비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킴으로
써 기업들 간에 일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료는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재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프
랑스에서 사회보험료의 감축과 복지재정에 관한 논쟁은 재정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
된다(오늘날 재정은 매우 악화되어 있다9)). 이에 임금 기반의 재정 체계를 다른 체계로 바꾸고
자 하는 방안들, 즉 사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형식의 사전 공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많은 논자들의 경우, 새로운 선택은 하나의 간단명료한 목
적, 즉 재정 기반의 유형과 보호되는 위험의 성질 사이에 가장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목
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에 맞는 수단을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급여의 성질에 따
라 재원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 첫째, 보험 방식의 급여(실업보험, 퇴직연금)10)에 대해서는 임금 기반의 재정 체계(즉 사회
보험료)를 유지한다. 그 재원은 수급권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09) 사회보장기금위원회에 의하면, 민간부문 근로자의 사회보장기금 적자만 해도 2010년에 239억 유
로에 달한다고 한다.
10) 보험료를 냄으로써 수급권을 획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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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민연대 또는 보편적 복지가 관련된 경우에는 조세로 한다.
1991년에 사회보장세(CSG)를 도입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사회보장세를 계속해서 인상했을
때, 이를 이끈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사회보장세의 인상은 사회보험료의 감면과 짝을 이루었
다(여기서의 감면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이다. 사회보장세는 근로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
이다). 사회보장세는 경제활동, 자산, 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으로서 복지재정에 충당된다. 사회보장세는 보편적 복지(의료, 가족) 혹은 연대적 복지(노인 또
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된다.
오늘날 몇몇 노동조합들은 부가가치기여금(CVA) 방안을 옹호하는데, 이는 복지재정의 부과
기반을 부가가치의 총량으로 확대함으로써 임금과 이윤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
다(노동의 기여금 감소분은 자본의 기여금 추가분으로 상쇄될 것이다). 부가가치기여금의 지지
자들은 이 제도가 직업 활동에 기반한 복지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노동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 과세를 통해서) 일정한 수평적 공정성을 회복시켜 주고,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
현시켜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고도로 자본집중적인 산업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다. 부가가치기여금의 반대자들은 이 제도가 투자에 위험이 될 것이며, 따라서 고용과 경제 모
두에 대해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적 부가가치세(TVA sociale) 방안은 이미 예전부터 제안된 것이지만, 최근 들어 몇몇 프
랑스 정치인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주장되고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보험료의 인하를 부가가치
세11)의 인상으로 상쇄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부가가치세의 지지자들은 이 제도를 경제의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만 수출에는 그
렇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위장된 평가절하와 유사한 셈이다. 반대자들은 이
제도의 역진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사실,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중간 수준의 소비
성향이 강한 가정, 즉 소득이 낮은 가정에 더욱 혹독한 영향을 끼친다.
프랑스에서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만일 부가가치기여금의 실현이 복잡하고 거의 가

11) TVA, 즉 부가가치세는 오늘날 프랑스 국가 재정에서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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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부가가치세의 인상이나 사회보장세의 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주제 또한 민감하며, 정부와 의회는 공공재정의 심각한 적자(국내총생산의 8%)
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부가가치세의 인상이나 사회보장세의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
재 논쟁 중인 재정 긴축안은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틈새를 일부 축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주요 야당인 사회당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봄에 있
을 선거, 즉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가 되면 프랑스는 사회보험료의 인상과 사회보장급여의 감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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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박사과정 (경제학))

█

머리말

지난 수년 동안 독일 내에서 기간제 고용, 파견근로 및 시간제 고용 등과 같은 소위 ‘비전
형 근로관계(atypisch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고용 중에서도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자(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te, 이하에서 미니고용자라 함)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해 왔다. 2011년 최신 소규모 미
니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현황에 나타난 6월 말 독일 제조생산부문의 미니고용자 수
는 전체 6,941,112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41,129,000명) 중에서 약 17% 가량이 미니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1) 미니고용자들의 경우 법적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미니고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사용자들이 일괄
보험료 형식으로 미니잡 중앙센터2)에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세 측면에서도 미니고용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단지 2%의 근로소득세만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일반 임금소득세법상의 소득세
율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미니고용의 장점들은 독일 내 미니고용의 확대에
1)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 5.
2) 미니잡 중앙센터(Minijob-Zentrale, www.minijob-zentrale.de)는 독일 광부·철도원·선원 연금보
험공단 산하로 설치된 소규모 미니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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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독일의 소규모 미니고용의 발전
동향 및 최근 논의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소규모 미니고용의 법제도적 발전 과정과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근 문제 제기 및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소규모 미니고용의 법제도적 발전 과정

소규모 미니고용의 발전 과정 및 개념
2003년 4월 1일에 소위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법(Gesetz für moderne Dienstl
eistungen am Arbeitsmarkt)’의 일환인 하르츠II 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소규모 미니고용과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소규모 미니고용 관련 법개정의 기본 목적은 저임금
부문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을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및 세금 혜택을 통해 개선시키
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장기실업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함이었다.3) 이에 따라 기존에 소규모 미
니고용의 판단 기준이었던 월평균 근로소득이 325유로에서 400유로로 상승하였으며, 미니고
용자의 경우 임금의 사소성 및 근로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
되었다.4) 한편, 미니고용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미니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28%(제
조생산부문) 또는 10%(민간가계부문)에 해당하는 일괄 사회보험료와 2%의 일괄세금을 미니
잡 중앙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주업 외에도 소규모 저
임금 미니고용을 부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사회보험료 산정 시에 주업에서의 소
득과 저임금 미니고용에서의 소득이 별개로 계상되게 되었다.
소규모 미니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또는 Mini-job)이란 독일 사회법전(SGB)IV 제
8조 규정에 따라 크게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과 연간 근로일수가 2개월 혹은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
기고용(kurzfristige Beschäftigung)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5)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3) Steiner/Wrohlich, Minijob-Reform, DIW-Wochenbericht, 8/2005, p. 141.
4)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2005, p. 1.
5)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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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규모 미니고용의 분류 및 성립 요건

소규모 미니고용 관계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사회법전IV 제8조 제1항 Nr. 1)

단기고용
(사회법전IV 제8조 제1항 Nr. 2)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
월 근로소득이 400유로 이하

연간 최대 2개월 혹은 50일
근로소득에 대한 제한 없음

제조생산부문
미니고용자
민간가계부문
미니고용자

자료: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p. 21.

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조생산부문의 저임금 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m
gewerblichen Bereich)과 민간가계부문의 저임금 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n Privathaushalte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임금 미니고용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정기적인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 이하여야만 하며, 단기고용의 경우 이와는 반대
로 근로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로일수가 연간 2개월 혹은 5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갑의 매월 근로소득이 300유로이고 12월에 근로계약상으로 보장된 크리
스마스 보너스 150유로가 지급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근로자 갑의 연간 근로소득 총
계는 총 3,750유로(300유로×12개월 + 150유로)가 된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갑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12.50유로가 되며, 이는 법적 미니고용의 기준급여액인 400
유로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미니고용으로 인정되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 다른 예로, 근로자 갑의 매월 근로소득이 300유로인데, 근로자 갑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휴가를 간 다른 근로자의 근무를 대체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두 달 동안의 대체복무를 통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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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규모 미니고용의 형태와 상호관계
저임금 미니고용(부입)

미디잡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고용 전체

저임금
미니고용

의 6월과 7월의 급여가 각각 600유로인 경우 갑의 연간 근로소득은 4,200유로 (300유로×10개
월+600유로×2개월)가 된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갑의 월평균 근로소
득은 350유로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니고용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근로자 갑이 실시한 두
달 동안의 대체복무는 바로 앞에서 구분한 소규모 미니고용 중 단기고용에 해당된다. 단기고용
의 개념상 급여는 400유로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전체 근로기간이 두 달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
며, 이를 합한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근로자는 다수의 사용자들과 복수의 미니고용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한 명의 사용자와 다수의 미니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
가 하나의 정규직 일자리를 여러 개의 미니고용으로 나누어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회보험료 및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남용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복수의 미니고용 관계로 근로
자 갑이 사용자 A와 미니고용 계약을 통해 매월 200유로 그리고 사용자 B와 미니고용 계약을
통해 매월 350유로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이 경우 근로자 갑이 두 개의 미니고
용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550유로[(2,400유로+4,200유로)÷12]로 400
유로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갑의 고용은 미니고용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 갑은 각각의 미니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미니
고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미니고용의 법적 기준인 400유로를 초과
해서는 안 된다.6)
6) BMA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Beschäftigung in der Gleitzo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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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400유로를 초과하는 고용의 경우 소위 ‘미디잡(Midijob)’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임금
고용관계에 놓이게 된다. 미디잡이란 하르츠II 법 개정안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근로관계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01~800유로인 경계구간(Gleitzone)에 놓여 있는 고용관계를 일컫는다
(사회법전IV 제20조 제2항). 따라서 미디고용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는
저임금 미니고용 관계가 아니며, 통상적인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고용관
계가 된다.7)
마지막으로, 민간가계부문의 저임금 미니고용이란, 근로자가 주로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
는 요리, 세탁 및 청소, 육아, 간병 및 정원 관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 이하인 근로관계를 일컫는다.8) 독일 내에서 증가 추세
에 있는 민간가계부문에서의 미니고용의 확대는 최근 독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바
가 크다. 예전과 달리 핵가족화가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가족을 꾸리지 않고 싱글로 사는 사람
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갖고 늦은 시각까지 근로를 하는 사람
들의 경우 육아를 비롯한 가사일에 투자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층
이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 증가하는 노년층을 위한 가사서비스 - 예를 들어, 시장보기, 청소 및
세탁, 요리 등 - 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미니고용을 통해 가사일 부담을 경감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가계부문에서의 미니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험법적인 측면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자를 위해 사용자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을 위한 일괄 사회보험료
를 납부해야 하며, 미니고용자 자신은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사
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미니고용은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sozialversicherungsfrei) 근로관계라고도 불리어진다.9)
7)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4.
8)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p. 6~7.
9)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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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니고용자를 위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


(단위 : %)
제조생산부문
미니고용자

민간가계부문
미니고용자

의료보험을 위한 일괄 사회보험요율

13

5

연금보험을 위한 일괄 사회보험요율

15

5

전체

28

10

자료: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 16.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재정긴축법(Haushaltsbegleitgesetz)에 따라 제조생산부문에서 사
용자가 미니고용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일괄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기존의 23%(연금보험
12%, 의료보험 11%)에서 28%(연금보험료 15%, 의료보험료 13%)로 인상되었다. 또한 민간가계
부문에서 사용자가 미니고용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일괄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기존과 마찬가
지로 10%(연금보험 5%, 의료보험 5%)로 설정되었다.10) 따라서 민간가계부문의 사용자는 제조
생산부문에 비해 미니고용자 고용에 따른 일괄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11)
한편, 국민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만이 갖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당초
미니고용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면제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면제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즉 근로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
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고용관계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연금보
험료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9.9%이다. 미니고용자는 이 19.9% 중에서 사용자가 자신을
위해 부담하는 15%(제조생산부문) 혹은 5%(민간가계부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4.9% 또는
14.9%)을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연금보험법상의 모든 청구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
을 소위 미니고용자의 ‘연금보험료 축적(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이라고
한다.12) 이를 통해 미니고용자는 자신의 급여 전체를 연금 산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10)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2005, p. 2.
11)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 8.
12) Minijob-Zentrale, 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 2010;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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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니고용을 실시한 근로기간 전체가 연금보험 관련 기간 산정에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법정 연금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의 대기기간(Wartezeit)을 거
쳐야 한다. 근로자가 이미 예전의 정규직 고용관계에서 3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
금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관계에 놓여 있어
야 한다. 만약에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축적(Aufstockung)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자가 최소 2년
동안 미니고용 관계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관계와 마찬가지로 연
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미니고용자는 낮은 연금보험료
율을 본인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 의무 고용자와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법상의 모든 혜
택을 누릴 수 있다. 미니고용자가 이러한 연금 축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에게 연금보
험 면제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금보험 축적은 통지된 바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 행한 미니고용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되
지 않는다.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미니고용자에게 이러한 연금 축적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
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니고용자를 위한 전체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소 기준 급여액은
155유로이다. 즉 미니고용자의 월 급여액이 100유로인 경우에도 155유로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제조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미니고용자가 월 100유로의 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100유로의 15%인 15유로를 연금보험을 위해 납부한다. 원래 근로자 개
인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연금보험료율은 19.9%이기 때문에 155유로의 19.9%인 30.85유로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 축적을 사용하는 미니고용자는 이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15
유로를 차감한 금액인 15.85유로만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법적인 측면
원칙적으로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자를 위해 사용자는 일괄 사회보험료 이외에도 근로소
득세(Lohnsteuer)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미니고용자를 위한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개인이 근로
소득세 카드(Lohnsteuerkarte)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기재된 내용에 맞게 산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Einkommenssteuergesetz: EStG) 제40a조 규정에 따라 일괄 소득세율

20_

2011년 10월호 <<

(2%) 의해 산정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미니고용자가 근로소득세 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니고용자 월 급여액의 2%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일괄 사회보험료와 함께 미니
잡 중앙센터에 납부해야 한다.13)
예를 들어,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갑의 월 급여가 400유로이며, 그 밖의 다른 고용
은 행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때 근로자 갑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미니고용 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니고용자인 갑을 위해 급여액의
15%를 연금보험료로, 13%를 의료보험료로 그리고 2%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
자 갑에게는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netto) 400유로의 근로수
익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갑이 A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통해 월 350유로 그리고 B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통해 월 150유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
근로소득은 500유로로 400유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근로자를 위해 연금보험료율 15%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험료율인 19.9%를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15%의 일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
는 경우가 아니면 임금소득세법 제40a조 제2a항의 규정에 따라 2%가 아닌 20%의 근로소득세
를 공제하게 된다.14)

노동법적인 측면
사회보험법이나 근로소득세법적인 측면에서 저임금 미니고용자에 관한 특별규정이나 예
외규정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저임금 미니고용과 일반적 고용관계
에 차별을 두어 적용하는 규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니고용자의 경우도 노동법
상으로 여타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시간제 및 전일제 고용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

13)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p. 115~116.
14)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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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니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불균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간제고용법
(Teilzeitbeschäftigungsgesetz: TzBfG)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
회법전IV 제8조 제1항 Nr. 1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미니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노동법상의 청구
권을 갖는다.15)
- 동등 처우에 관한 청구권
- 질병 및 법정 휴일에 따른 임금계속지급 청구권 (Entgeltfortzahlung)
- 산모보호법에 따른 고용금지 기간 동안의 산모보호임금 및 산모보호보조금 청구권
- 유급 연차휴가 (bezahlte Erholungsurlaub)
- 법정 해고통지 기간 준수 등

█

저임금 미니고용자 변동 현황

독일 전체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독일 광부·철도원·선원 연금보험공단 산하 미니잡 중앙센터(Minijob-Zentrale, www.
minijob-zentrale.de)의 2011년 2/4분기 최신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16)
2011년 6월 말에 독일 전체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는 총 6,941,112명으로 집계되었
다. 이는 2011년 1/4분기인 3월 말보다 약 154,519명(+2.3%)이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2/4
분기에 비해 140,545명(+2.1%)이 증가한 것이다 (표 2 참조).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2/4분기에 남성인 미니고용자
수는 2,628,863명(남성 비율: 38.7%)으로 1/4분기에 비해 71,862명(+2.8%)이 증가하였으며,

15)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4; Vieker,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05. 2011, p. 7.
16)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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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일 전체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연월

독일 전체

동독지역

남성

여성

독일 국적

외국인

2011. 06

6,941,112

2,628,863

4,312,249

6,232,815

708,297

2010. 06

6,800,567

2,531,500

4,269,067

6,124,077

676,490

2009. 06

6,803,023

2,501,673

4,301,350

6,131,642

671,381

2008. 06

6,623,323

2,415,978

4,207,345

5,976,898

646,425

2007. 06

6,403,928

2,311,045

4,092,883

5,772,000

631,928

2006. 06

6,389,989

2,309,244

4,080,745

5,733,761

656,228

2005. 06

6,680,079

2,432,066

4,248,013

5,947,262

732,812

2004. 06

6,704,923

2,421,931

4,282,992

5,944,115

760,808

97,363(3.8%)

43,182(1.0%)

2010년 대비증감

서독지역

전체

140,545(2.1%)

108,738(1.8%)

31,807(4.7%)

2011. 06

6,095,294

2,268,446

3,826,848

5,434,128

661,166

2010. 06

5,956,489

2,174,708

3,781,781

5,324,794

631,695

2009. 06

5,962,595

2,148,192

3,814,403

5,334,455

628,140

2008. 06

5,809,388

2,078,817

3,730,571

5,202,315

607,073

2007. 06

5,612,862

1,984,438

3,628,424

5,018,884

593,978

2006. 06

5,587,877

1,972,550

3,615,327

4,971,756

616,121

2005. 06

5,832,806

2,069,528

3,763,278

5,146,656

686,150

2004. 06

5,762,927

2,015,905

3,747,022

5,058,177

704,750

93,738(4.3%)

45,067(1.2%)

2010년 대비증감

138,805(2.3%)

109,334(2.1%)

29,471(4.7%)

2011. 06

845,818

360,417

485,401

798,687

47,131

2010. 06

844,078

356,792

487,286

799,283

44,795

2009. 06

840,428

353,481

486,947

797,187

43,241

2008. 06

813,935

337,161

476,774

774,583

39,352

2007. 06

791,066

326,607

464,459

753,116

37,950

2006. 06

802,112

336,694

465,418

762,005

40,107

2005. 06

847,273

362,538

484,735

800,611

46,662

2004. 06

941,996

406,026

535,970

885,938

56,058

2010년 대비증감

1,740(0.2%)

3,625(1.0%)

-1,885(-0.4%)

-596(-0.1%)

2,336(5.2%)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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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저임금 미니고용자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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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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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미니고용자 수가 67,509명(+19.4%)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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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및 연령별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20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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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40~44세 그룹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2%와 -4.0%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독일 전체 제조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저임금 미니고용자의 89.8% 정도가 독일 국적자

150,000

로 나타났으며, 2011년 2/4분기에 전체 6,232,815명(전년 대비 +1.8%)으로 집계되었다. 외국
인 저임금
100,000

미니고용자 수는 708,297명(전년 대비 +4.7%)으로 외국인 미니고용자의 증가율이

독일 국적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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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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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산정된 2009년 서독 지역 미니고용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261€(2008년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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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지역 미니고용자들의 경우 약 208€(2008년 대비 +0.62%)로 서독 지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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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


2004

2007
2008
65세 이상
258.77
259.86
262.72
263.09
264.03
60 ~ 64
남성
55 ~ 59204.58
동독
지역
195.54
203.78
203.67
207.16
75%
50 ~ 54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45 ~ 49
18,296
211,413
193,117
50%
40 ~ 44
35 ~ 39
18,254
30 ~ 34
12,640
25%
25 ~ 29
>>7,621
20 ~ 24
4,386
2,503
19,829
17,326
0%
1,283
20세 미만

100%
서독 지역

2005

2006

여성

독일 전체

서독

2009
26,743
261.27
25,996
208.45 33,221
37,066
35,843
2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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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2011 6월 말(2/4 분기)에 민간가계부문(Privathaushalten)의 저임금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231,242명으로, 이는 1/4분기에 비해 9,544명(+4.3%)이 그리고 전년도 2/4분기에 비해 14,036
명(+6.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2/4분기에 남성인 미
니고용자 수는 19,829명(남성 비율: 8.6%)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2,104명(+11.9%) 그리고 전
<표 4> 독일의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고용자 현황

독일 전체

연월

전체

2011. 06

231,242

2010. 06

여성

독일 국적

19,829

211,413

198,580

32,662

217,206

18,491

198,715

187,756

29,450

2009. 06

190,378

15,624

174,754

164,881

25,497

2008. 06

168,548

13,206

155,342

145,682

22,866

2007. 06

141,914

10,297

131,617

122,425

19,489

2006. 06

123,512

8,801

114,711

106,270

17,242

2005. 06

111,530

8,157

103,373

95,541

15,989

2004. 06

67,401

4,351

63,050

58,462

8,939

2010년 대비증감

서독지역

1,338(7.2%)

12,698(6.4%)

10.824(5.8%)

외국인

3,212(10.9%)

2011. 06

210,443

17,326

193,117

179,639

30,804

2010. 06

198,041

16,213

181,828

170,222

27,819

2009. 06

173,985

13,771

160,214

149,949

24,036

2008. 06

155,093

11,774

143,319

133,545

21,548

2007. 06

130,332

9,135

121,197

112,034

18,298

2006. 06

113,786

7,861

105,925

97,620

16,166

2005. 06

103,129

7,339

95,790

88,085

15,044

2004. 06

62,275

3,899

58,376

53,852

8,423

2010년 대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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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2(6.3%)

1,113(6.9%)

11,289(6.2%)

9,417(5.5%)

2,985(10.7%)

7,000,000

5,000,000
4,000,000

14200

6,095,294
5,956,489
5,962,595
5,809,388
5,612,862
5,587,877
5,832,806
5,762,927

6,941,112
6,800,567
6,803,023
6,623,323
6,403,928
6,389,989
6,680,079
6,704,923

6,000,000

3,000,000

12200

<표 4>의 계속
1,000,000
0

2011. 06

20,799

2,503

18,296

18,941

1,858

2010. 06

19,165

2,278

16,887

17,543

1,631

2009. 06

16,393

1,853

14,540

14,932

1,461

13,455

서독
1,432

12,023

동독
12,137

1,318

연간 가

2007. 06

11,582

1,162

10,420

10,391

1,191

23100

2006. 06

9,726

940

8,786

8,650

1,076

2008. 06
동독지역

100%

845,818
844,078
840,428
813,935
791,066
941,996
847,273
802,112

2,000,000

독일 전체

7,456
945788,570
65세 이상7,583
60 ~ 64
525,485
2004. 06
5,126
452
4,674
4,610
516
55 ~ 59
555,267
75%
485,401
4,312,249
3,826,848
501,409(8.3%)
~ 54
696,064
2010년 대비증감
1,63(8.5%)
225(9.9%)
1,407(8.0%)
227(13.9%)
45 ~ 49
822,472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40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년도.
50%
자료: Minijob-Zentrale,
~ 44
747,667
35 ~ 39
552,163
30
~
34
527,798
년도에25%
비해 1,338명(+7.2%)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211,413
360,417
2,628,363
2,268,446 증가한
25 ~ 29
590,136
20 ~ 24
719,213
명(여성 비율: 91.4%)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7,440명(+3.6%)
그리고 전년 대비 12,698명
0%
416,277
20세 미만
2005. 06

여성
818

8,401

21100

남성

19100

17100

15100

독일 전체
서독 민간가계부문
동독
(+6.4%)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니고용자의 대다수가 여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

0

250,000

500,000

75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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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고용자 변화 추이
250,000

2004.06

150,000

100,000

2007.06

2008.06

2009.06

2010.06

2011.06

20,799
19,165
16,393
13,455
11,582
9,726
8,401
5,126

62,275

67,401

50,000

2006.06

210,443
198,041
173,985
155,093
130,332
113,786
103,129

231,242
217,206
190,378
168,548
141,914
123,512
111,530

200,000

2005.06

0
독일 전체

서독

동독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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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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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11,413

1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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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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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9
50 ~ 54
45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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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7
25,996
33,221
37,066
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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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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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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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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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2
9,726
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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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독일 전체

서독

동독

[그림 6] 성별 및 연령별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2010. 06)
100%

여성
남성

75%
50%

2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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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6

25%
0%

19,829

17,326

2,503

독일 전체

서독

동독

65세 이상
60 ~ 64
55 ~ 59
50 ~ 54
45 ~ 49
40 ~ 44
35 ~ 39
30 ~ 34
25 ~ 29
20 ~ 24
20세 미만

26,743
25,996
33,221
37,066
35,843
28,189
18,254
12,640
7,621
4,386
1,283
0

10,000

2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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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
 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p.
24~25.

타났다. 이는 민간가계부문에서 실시하는 미니고용의 대부분이 쇼핑, 청소, 육아,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 범주에 속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근로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니고용자 비중
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54세 그룹으로 전체 37,066명(전년 대비 +10.0%) 이었다. 한편, 20
대 미만 연령그룹의 미니고용자 수는 1,28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1/4분기와 비교
해 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인 +17.0%를 나타났다. 한편, 전년 대비 미니고용자 비율 증가가 가
장 높은 연령층은 바로 60~64세 그룹으로 16.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적별 미니고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가계부문 미니고용자의 약 85.9%가 독일 국적자
이고 나머지 14.1%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4분기 외국인 미니고용자 수는 전
체 32,662명으로 전년 대비 +10.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독일인 미니고용자 수는 198,580명
으로 전년 대비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09년 서독
지역 미니고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189,73€로 전년 대비 -1.25%가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동
독 지역 미니고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136,64€로 전년 대비 -1.62%가 감소하였다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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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독 지역

-

-

-

192.03

192.13

189,73

동독 지역

-

-

-

137.65

138.89

136,64

출처: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

미니고용을 둘러싼 최근 논의 및 결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독일에서 미니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 특히 민간가계부문에서 미니고용의 증가가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미
니고용의 장점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으로부터 면제될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대다수의 미니고용자가 저임금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근로자가 저임금 미니고용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충분
히 유지할 만한 소득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17) 또한 당초에 미니고용 지원확대를 통
해 달성하고자 했던 장기실업의 감소와 이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절감이라는 고용정책
적 목표 달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니고용이 정규직 고용으로의 전환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8) 마지막으로, 미니고용이 주로 부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순수 미니고용자 수는 2007년에 488만 명
에서 2010년에 484만 명으로 -0.9%가 감소한 반면에, 부업을 목적으로 미니고용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204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13%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19) 이와 같이

17) Vieker,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05. 2011, p. 4.
18) Böcklerimplus, Auf Kosten der Sozialversicherung, 13/2010.
19) Böcklerimplus, Minijobs: Zubrot ohne Perspektive,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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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소득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미니고용을 실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통
해 사회보험료 및 조세경감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니고용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기준 급여액을 예전과 같이 다시 낮추어 수혜가능 소득액을 낮추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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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고실업,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고실업은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비용
삭감을 옹호하는 이유로 종종 인용된다. 가령, 1990년대 초반에 발표된 유럽의 실업 감소 대책

안은 “미숙련 근로의 간접비용 대폭 절감 및 특정부문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1) 최
근에는 국가간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조세격차(tax wedge)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세후급여와 기업의 총 노동비용의 차이)의 중대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세격차 효과의 정도가 유연성과 관련된 노동시
장 제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
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급여세 인하, 사회보험료 환급, 임금지원 등
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이 세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2차적 차이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 세 용
어를 모두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1) Dréze and Malinvaud (1994) 참조.
2) 이 연구 문헌에 대한 논평은 Nickell(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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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의하면,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여러 유럽 국가가 현재 겪고 있는 고용위기 속에

서 “모든 (OECD)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노동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한 가지 이상

추진하여 왔는데, 그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이나 공공부문 고용창출 프로그램 확대, 사용자 사회
보험료 인하, 단시간 근로제도 신설이나 확충, 또는 이 세 가지 방법이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
다”.3) 급여세 인하와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종 추진된다. 취약집단은 연령, 성별, 기술, 실업 기간과 같은 일부 개인적 특성에 있어 근로
자 생산성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이하 ‘EPL’)’을 통해

근로자 집단별로 차등 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해고 규정은 연령, 성별, 기술, 기업규모, 계약 유
형에 따라 달라서, 근로자 간 해고비용 격차를 야기한다. 특히, EPL 일부 수정을 통해 기간제
및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을 자유화하는 반면에 무기계약직 또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수
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을 꾀한 여러 유럽

및 남미 국가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4) 이 국가들에서 급여세 인하 및 고용지원금은 ‘전형적
인’ 고용계약에 의한 고용(풀타임, 상용직)을 조건으로 한다.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에서 급여세 인하와 고용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페인이다. 이 글에서는 스페인에서 급여세 인하와 고용지원금이 어떻게 실
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러한 정책들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살펴본 후, 이러
한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 결론을 끌어내고자 한다.

█

스페인의 급여세와 고용지원금

1970년대 중반 스페인의 독재체제가 몰락하고 현대적 노사관계 제도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3) OECD (2009) chapter 1 참조.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0년 유럽의 고용(Employment in
Europe 2010)’이란 보고서에서 고용위기 기간 중 실시된 고용정책을 요약하였다.
4) Dolado, Jansen, and Jimeno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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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페인의 임시고용 비중 (1987~2008년, 전체 근로자 대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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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1980년 근로자 법령(Workers’ Statute,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이 제정된 이
후로, 노동시장 개혁은 근본적으로 EPL과 관련되어 있다. 1984년 근로자 법령 1차 개정으로 인
해 해고비용이 매우 낮으면서 상용직 고용계약과는 달리 고비용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임
시 및 기간제 계약의 사용이 자유화되면서, 스페인 노동시장은 임시직 근로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1990년대 초반 이후로 대체로 30%를 초과) 이중구조를 보였다 (그림 1 참조).5)
최근에는, 1994년 EPL의 추가 개정을 시작으로, 상용직 계약근로자 대한 해고 제약을 다소
완화하고 기간제 계약체결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는 시
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용직 계약근로자들의 공정해고 요건들이 다소 완
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EPL 개정은 청년층, 45세가 넘는 중년층, 장애인, 여성고용의 비
중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소기업에 고용된 장기 실업자 등과 같은 일부 집단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직접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거나 임시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기
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주기도 하였다. 환급율은 해당 집단의 근로자를

5) 임시고용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은 Dolado, García-Serrano, and Jimeno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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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된 첫 2년간 40~60%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시
직 고용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약 33.5%에 이르렀으며, 일부 취
약 집단의 고용률도 향상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추가 개혁을 통해 대상 집단의 범위를 재설
정하고 급여세 인하률도 높이게 되었는데, 일부 경우에는 2,40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

<표 1> 스페인의 상용직 및 임시계약직에 관한 입법 조치 요약 : 1980~2006
입법 조치

근로자 법령
(1980)

상용직 고용계약
• 개별 해고
- 객관적 사유
- 경제적·조직적 또는 기술적 사유
- 징계 사유
• 항소시 법정 판결
- 부당해고: 근
 속연수 1년당 45일치 임금 (최고 42개월치 임금) +
경과기간 임금(interim wages)
- 공정해고: 근
 속연수 1년당 20일치 임금 (최고 12개월치 임금) +
경과기간 임금
- 무효: 복직
• 집단해고: 행정적 승인
해고비용은 공정한 개별해고와 동일

부차적 고용형태
계절적 일자리에 한정 (엄격한 규제 적용)

고용촉진약정(Eemployment Promotion Contract,
Contrato Temporal de Fomento del Empleo ):
모든 형태의 일자리에 대해 근무기간 최저
6개월, 최장 3년 채용. 근속연수 1년당 12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severance pay)

법률(Law)
32/1984

훈령(Decree)
1/1992

상용직 근로자 채용시 사회보험료 환급

고용촉진 계약의 최저기간을 12개월,
최장기간을 4년으로 연장 (특정 상황의 경우)

법률 11/1994

집단해고에 대한 새로운 정의
공정해고의 정의 확대

고용촉진 계약 폐지
임시계약은 기간제 일자리에 한하여 허용
근로자파견업체 합법화

법률 63/1997

상용직고용촉진계약(Permanent Employment Promotion Contract,
Contrato de Fomento de la Contratación Indefinida):객관적 사유에 의한
부당해고의 경우, 특정 대상 집단에 한하여 퇴직수당은 근속연수
1년당 33일치 임금(최고 24개월치 임금)으로 인하

임시 계약의 적용에 있어
‘인과율(causality principle)’ 강화

법률 12/2001
법률 45/2002

상용직 고용촉진 계약의 적용범위 확대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경과기간 임금 폐지
및 퇴직수당의 법정 공탁

일부 임시 계약의 경우 근속연수 1년당 8일치
임금의 퇴직수당

훈령 5/2006

상용직 고용촉진 계약의 적용범위 확대
상용직 근로자 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신설

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시 계약 계속 체결 제한

자료: Bentolila, Dolado, and Jimen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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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표 1 참고).
이에 더하여, 일부 지자체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상용직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 유
사한 임금지원금을 지급하였다.6) 고용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드
리드와 엑스트레마두라에서는 높은 지원금(고용계약당 각각 6,674유로와 7,818유로)을 지급하
는 반면, 발렌시아와 갈리시아의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낮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각각 1,807유
로와 2,639유로). 또한, 고용지원금은 근로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서, 남성과 청년층보다
<표 2> 국가 및 지역 급여세 환급에 따른 평균 노동비용 절감 비율
(단위 : %)


남성

여성

30세 미만

30-45세

45세 초과

30세 미만

30-45세

45세 초과

안달루시아

18.43

14.38

18.35

21.37

18.75

24.29

아라곤

15.28

13.35

17.28

18.90

16.91

23.41

아스투리아스

9.75

13.97

16.97

19.91

17.45

22.06

발레아릭 제도

12.90

8.35

15.99

14.90

10.72

19.31

카나리 제도

3.63

3.63

8.61

4.53

4.53

10.43

칸타브리아

12.77

14.02

19.21

22.45

17.56

24.49

씨레온

13.91

11.93

16.49

18.28

15.79

23.06

씨만챠

19.29

11.96

16.57

21.84

14.55

20.30

카탈루냐

3.63

3.63

8.61

4.53

4.53

10.43

발렌시아

9.11

8.58

11.94

13.18

12.85

16.45

10.88

10.88

25.84

13.60

13.60

31.28

갈리시아

9.76

8.86

13.52

12.99

11.90

17.98

마드리드

41.26

33.20

35.93

45.73

37.73

44.20

무르시아

21.00

18.54

22.99

25.37

22.42

25.62

3.63

3.63

8.61

4.53

4.53

10.43

바스크 컨트리

12.10

10.48

24.12

31.18

18.80

38.18

리오하

13.11

11.36

15.53

21.61

20.56

25.01

엑스트레만두라

나바라

자료: García-Perez and Rebollo (2007).

6) García-Perez and Rebollo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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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년층 이상이 더 높은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지원금이 높은 지역에서는 고용지원금이
노동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국가 및 지역별 고용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고용지원
금으로 인한 상용직 근로자의 첫 2년 동안의 총 노동비용 절감분 평균은 30~45세 남성의 경우
약 13.5%, 청년층 여성 근로자의 경우 21.5%에 이른다 (표 2 참고).

█

스페인 급여세 인하의 고용효과

집단별·지역별 고용지원금의 다양성은 이러한 형태의 고용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의 연구들은 사회보험료 환급 수혜자와 비수혜자 집단의 고용률
증감을 비교함으로써 고용지원금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7)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해고비
용과 급여세의 감소는 대상 집단의 고용률에 있어서나 그러한 집단 내 임시직 고용 발생에 있
어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률
을 높이고 상용직 고용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장년층 이상의 근로
자들에게 있어서는 고용률이나 상용직 고용 가능성에는 큰 효과가 없이 해고와 채용이 모두 늘
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상용직 고용기간이 최초 체결된 계약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어떤 상용직이 처음에는 임시직이었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
원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직이었는지)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급여세 인하와 해고
비용 지원은 상용직 고용 증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이 분명하다.8)
임금지원의 지역별 다양성은 임금지원이 상용직 고용을 증대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
받침하고 있지도 않다.9) 이러한 다양성에 바탕을 둔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별 임금지원금은 청
년 실업자들과 30~45세 임시직 여성 근로자들의 상시직 고용 진입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효과
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고용안정성에 대한 효과는 계약기간과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

7) Kugler, Jimeno, and Hernanz (2003)과 Mendez (2008) 참조.
8) Cebrian, Moreno and Toharia (2010) 참조.
9) García-Pérez and Rebollo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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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따라서, 임금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용직 계약 첫 해에 그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크
며, 이러한 가능성은 해당 상용직 계약에 국가 급여세 공제가 포함되는 경우에 더 커진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모든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격이 낮은 남성 근로자, 중소기업, 서비스 업종
에, 그리고 (청년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업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
역별 임금지원금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안전성보다는 노동시장 순환을 높이는 데 일조하며,
이러한 효과는 스페인의 경우 국가 지원금으로 강화될 수 있는데, 상용직 신규 창출을 우선시
하는 임금지원금은 기업이 더 많은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상용직 근로
자의 해고 빈도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석과 정책적 결론

급여세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임금의 결정 방법과 급여세와 사회보장 혜택의
연관 정도에 달려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임금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의해서만 결정되
기 때문에 급여세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전가되므로, 급여세는 총 노동비용에 대해 어떠한
장기적 효과도 지니지 못하며, 따라서 고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급여세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임금이 (하방)경직되어 있을 때뿐이다. (덧붙이자면, 급여세 인하가 주로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해 주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에 더 근접하고 있는데, 임금의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
에, 세제로 인해 총 노동비용은 증가하고 고용은 줄어든다.) (1980년대 칠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에서 적립방식(funded Social Security system)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폭의 급여세 증감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고용에 대한 급여세

의 중립성을 뒷받침하고 있다.10) 근로자들이 급여세를 “이연 임금(deferred wage)”으로 인식하는
경우, 즉 급여세/사회보험료와 향후에 받게 될 사회보장 혜택(노령연금, 실업급여, 장해급여 등)
사이에는 1대1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간주할 때에도 유사한 중립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11)
10) Gruber (1997) 참조.
11) Kugler, Jimeno, and Hernanz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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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세의 고용효과는 임금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유연성이 급여세의 고용효과를 줄어들게 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강력하
지 않다.12) 이러한 실증적 결과가 나온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두 가지는 이미
앞서 넌지시 밝힌 바 있다. 즉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국가들(주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에서 임금 관성(wage inertia)으로 인해 노동비용에 대한 급여세의 효
과는 지속적이며, 이 국가들은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서는
사회보험료와 급부의 관계가 비교적 모호하다. 또 다른 이유로, 일반적으로 급여세는 비례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등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급여세의
영향을 받는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어서, 실제로 고임금의 과세율이 저임금보
다 낮다. 또한 급여세는 직종, 업종, 계약 기간, 근로자 집단에 따라, 그리고 중립성 가정하에서
는 의미가 없겠지만, 급여세가 직접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급여세가 비례세가 아니며 근로자 간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의
고용효과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환급의 경우에도, 그러한 세금 혜택이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풀타임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여 고용 구성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지만 고용률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
치지 못했다.13)

이 외에도,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에서 급여세 환급이나 임금지원금으로 ‘정규직’ 고용을 촉진

하려는 정책들은 앞서 기술한 스페인 사례에 관한 실증적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중 노동시장은 유연한 노동시장
분야와 경직된 분야들의 ‘선형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 오류로서, 이중 노
동시장은 비분화 노동시장(non-segmented labor market)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이중 노동시
장에서 노동이동(turnover)과 고용 변동성(employment volatility)은 비분화 시장에 비해 훨씬 더
높은데,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소멸에 관한 기업의 결정은 다양한 해고비용과 급여세의 고용
계약 체결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14) 또한 이 점은 근로자의 고용전망을 개
12) Nickell (2003) 참조.
13) Huttunen, Pirttilä, and Uusitalo (2010) 참조.
14) Costain, Jimeno, and Thomas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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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 위한 고용정책을 고안할 때에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노동시장이 상용직 고용계약(해고비용은 높지
만 사회보험료 환급이 가능)과 임시직 고용계약(해고비용은 낮지만 환급은 제공되지 않거나 심
지어 사회보험료 할증 부과)으로 분화되는 경우에는 채용, 해고 및 임시직의 상용직 전환에 관
한 기업 결정에 있어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상용 고용계약에 대

해 세금 환급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기업들은 대체로 신규 채용시 기간제, 임시직 고용계약을
더 선호하는데, 특히 이러한 계약이 상용직 계약으로 전환될 때 결국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 경
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용 고용계약에 주어지는 세금 환급은 두 가지 결
과를 가져온다. 첫째, 세금 환급이 기업이 인식하는 임시직 계약과 상용직 계약간 총 노동비용
및 예상 급부의 격차를 줄여주기는 하지만, 기업들은 그러한 격차 감소폭이 상당히 큰 경우에
만 신규 채용시 상용 계약 체결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임시 계약의 상용 계약 전
환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에서 그렇듯이, 상용 고용 계약의 해고비용이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세금 환급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노동이동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기업은 가능할 때마다 수시로, 세금 환급 대상인 상용 고용 근로자가 높은
고용보호 자격을 축적하거나 세금 환급이 만료되기 전에 또 다른 수혜대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급여세 환급을 수단으로 하여 고용안정성을 높
이려는 고용정책은 결과적으로 노동이동만 증가시킬 뿐, 이 정책이 목표로 하는 집단의 고용률
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로 임시 계약직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총노동
비용을 낮춰주는 역효과를 가져다 주며,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는 노동
이동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히 이중 노동시장에서 세금 환급 정책, EPL(고용보호입법), 사회보장
제도의 상호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고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EPL 체제
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입하고 고용 전망이 취약한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 환급 및
사회보험료 인하를 통해 그 집단의 고용안정을 꾀하려고 한 스페인의 전략은 매우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유 때문만이라도, EPL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현재와 같은 고실업의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너무나 큰 실업급여를 사회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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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보험료는 연금 지출도 충당하고 있는데 향후 몇 십 년 간의 인구고령화 예상 속도로 볼
때, 연금지출 규모는 현행 기여금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사회보험료를 고용촉진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것은 노후, 유족, 장해연금 등으로 지급되는 연금 제도의 탄탄한 재정 기반을 확보
하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자원 남용이다.
따라서 필자는 스페인의 현 고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싶지만, 여
기서는 그러한 대책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원칙들만을 개술(槪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감안할 때 EPL, 사회보장제도, 고용정책, 특히 현재 상대적으로 실
업률은 더 높고 고용보호 정도는 더 낮은 저숙련 및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률 증대 및 고용안
정성 향상을 목표로 상호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 1단계로,
고용 기간의 첫 1년간은 해고비용이 낮고 그 이후로는 근속연수에 따라 해고비용이 높아지는
한 가지 계약만을 허용함으로써 EPL의 이중성을 제거해야 한다.15) 둘째로, 고용안정성의 차이
로만 정당화되고 있는 특정 집단 차등화 고용정책(targeted employment policy)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는 기여금과 급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인 계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업급여의 재정 충당은 현재 미국에서와 같이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지금과는 달리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기업에게 더 높은 급여세
가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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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 저숙련 근로자 집단이 현저히 낮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

고 있다. 행정 자료와 조사 자료로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의 고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
악하지는 못하지만, 이 집단은 두드러지게 낮은 고용 성과를 보인다.2)
저숙련 근로자 집단의 낮은 고용률을 설명하기 위해 세계화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를 그 이유로 들기도 하지만(Moore & Ranjan, 2005), 저숙련 근로
자들의 고용률이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징이
저숙련 집단의 고용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 수준
은 이 집단에게 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높은 노동비용은 저숙

1) 이 글은 Dagsvik, Zhiyang, Van Camp와 공동으로 저술한 이전의 연구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Dagsvik et al., 2011 참조).

2) Nelissen et al.(2005)의 용어를 빌리자면, 저숙련 근로자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소위 ‘생산성 함
정’과 ‘빈곤의 함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산성 함정이란 “어떤 사람의 생산성이 사용자

가 지급하는 급여에 비해 너무 낮은” 상황으로 정의되며, 빈곤의 함정은 “어떤 사람이 유급 노동을
할 유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저숙련자의 고용을 진작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사
용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요 측면 대책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재정적 유인을 제고하는
공급 측면 대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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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고숙련 근로에 대한 노동수요보다 더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세금과 사회복지수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가구에 제공되는 재
정적 유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과 실업자에 대한 높은 소
득지원이, 저숙련 집단의 고용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곤 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이 높고 복지급여가 비교적 넉넉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사회보
호를 유지하는 동시에, 저숙련 집단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재정적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실시하여 왔다.3) 뒤에 ‘근로가구 세액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WFTC)’로 대체된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와 ‘가족 공제(Family Credit:FC)’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유급 근로를 하는 빈곤가구의 수입을 늘림으로써 저숙련 집단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제도다.
이와 같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나, 최
적의 설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ITC나 WFTC와 같이 개별 소득이 아닌 가구 자산 조
사를 근거로 하는 정책들은 한부모 가구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구에 더 집중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하지만, 기혼 여성을 비롯한 이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일

부 연구에서는 ‘사전적(ex ante)’ 및 ‘사후적(ex post)’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러한 대조적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Orsini, 2006a).

이 글의 목적은 2006년에 벨기에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비교적 혁신적인 ‘근로장려’ 제

도인 고용보너스(Werkbonus)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특히, 이를 위해 고용보너스와
2001~200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조세감면제도를 비교한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 모두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로 창출된 풀타임 등가 일자리
1개당 비용 면에서는 고용보너스가 더 효율적이며, 게다가 조세감면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파
트타임 함정’이 고용보너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벨기에와 유사한 노동시장 및 제도적 환경
3)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의 전반적 인하,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또는 근로연계급여
(in-work benefit)가 이러한 제도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조세부담 완화는 1970년대 말 이후로 영국
과 뒤이어 미국에서 각각 대처 내각과 레이건 행정부가 광범위한 세금 인하를 단행하던 당시 정책
개혁의 핵심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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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다른 국가들에도 고용보너스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벨기에의‘근로장려(MWP)’
정책

벨기에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다. 비스마르크식
복지국가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저소득층의 높은 조세 부담은 의무 보험제도의 일률적 보
험료율에 기인한다. 1999년부터 연방정부는 근로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주요 대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대폭 감면되

었는데 이 조치는 이후에 ‘고용보너스’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개인소득세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 개혁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이 포함되었는데, 노동공급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의도로 실시되었다. 세제 개혁의 전면 실시를 1년 앞둔 2004년에는 2차
개혁을 통해 세제를 일부 개정하였다. 특히, 신설된 임금 소득자 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된 고용
보너스제도로 대체되었다.
세액공제제도를 고용보너스제도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논지는 고용보너스가 노
력(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가려냄으로써 대부분의 소득 심사에 근거한
제도에 내재하는 결함, 즉 사회복지수당 수급자들이 지원금에 의지하여 노동공급을 대폭 줄이
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용보너스는 즉각적인 효
과를 지니는 반면, 세액공제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지 2년 정도가 지나 최종 세액이 산정된 후에
야 세금 혜택이 완전한 효과를 나타낸다.

█

고용보너스(Werkbonus)제도

고용보너스제도를 통해서 저숙련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벨기에
에서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통해 직접 징수된다. 따라서, 사회
보험료 감면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사회보험료 감면 신청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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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kbonus(유로/월)

[그림 1] 저숙련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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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다.4) [그림 1]은 2001년과 2006년의 감면 수준을 해당 연도의 물가로 환산하여 보여준다.
연간 가처분소득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의 수준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크게 상승했을 뿐 아니라 수급
2001 년 기준선

고용보너스 확대

고용보너스 폐지

세액공제 전면화

대상도 중하 소득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벨기에 사회보장청(National Office for Social
Security)에 의하면, 2001년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260,000명 미만이었으나 2006년에는 1백만
16200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지원금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다. 2001년에는 풀타임 등가(FTE) 소득이 최
저 수준을 초과하고 상한선인 월 1,103.13 유로 이하 (2006년에는 월 1,258.88 유로)인 근로자
에게는 월 81.8 유로 (2006년에는 월 140 유로)의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풀

14200

4) 이는 근로자들이 고용보너스제도를 상당히 잘 알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다. 그러나 ‘잠재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홍보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Maag (2005)의 연구 등을 참조하기 바란

12200 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용보너스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하여
0
5 자료는 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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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주당 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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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
2001 년 기준선

고용보너스 확대

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임금소득의 9.2% (2006년에는 11.1%)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풀
타임 등가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률이 ‘0’에 이를 때까지 0.38씩
(2006년에는 0.1712 씩) 줄어든다.
고용보너스의 특징 중 하나로, 지원금 수혜자격과 수준은 개인의 실제소득이 아닌 잠재소득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수혜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 소득을 풀타임 등가 소
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단시간 근로하는 중숙련 또는 고
숙련 근로자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최저임금으로 파트타임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50% 지원금만 받게 된다. 이 부분이 벨기에
의 고용보너스 제도 지원금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유사 제도와 구별되는 점이다.5)

█

저소득 근로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부분은 재정부에서 관할하며,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2년 후 환급되거나 그
해에 납기인 세금으로부터 공제된다. 벨기에의 세액공제제도는 (다른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실
시된 유사 제도와는 대조적으로) 전적으로 개인화되어 있다. 즉 가구소득 조사를 기준으로 하
는 것도 아니며 수혜자의 가구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
지로 환급 가능하다. 세액공제 제도의 또 다른 특징들은 타 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
들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 지원수준은 차등화되어 있으며,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으면 지
원액이 감소하되 줄어드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 순소득(즉, 총순소득에서 사회보험료와 귀
속된 직업상 비용(imputed professional expenses)을 제외한 금액)이 3,960 유로를 초과하면 수혜
대상이 된다. 이 하한선과 5,287 유로 사이에 속하는 근로자는 40%의 높은 우대 혜택을 받는다
(즉, 순소득이 3,960~5,287유로인 경우에는 매 100유로에 대해 우대금액이 40유로씩 증가한

5) 프랑스의 근로소득보전세제인 ‘Prime Pour l’Emploi (PPE)’도 유사한 특징을 지니지만, 지원금액이
가구 상황에 따라 좌우되며 지원금이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파트타
임 할증의 요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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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소득이 5,287~13,226유로인 근로자는 532 유로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12,530~17,186
유로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부분이 13%씩 감면되어 소득액 100유로마다 13유로가 줄어든다).

█

정책 시뮬레이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 조사에 의한 개인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된 고용보너스 제도
로 대체한 중요한 논거는 고용보너스가 노동시간의 결정(intensive margin)에 부정적 효과를 가
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슷한 규모의 예산 비용으로도 고용
보너스가 세액공제 조치보다 더 강력하게 근로시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더 집
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추정 모형을 근거로, ① 고용보너스 폐지, ② 고용보너스를 2006년 제
도로 확대, ③ 세액공제 제도를 2006년 수준으로 도입하는 세 가지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2001년에 실제로 실시된 고용보너스를 기준선으로 삼았다.6)
이 네 가지 제도의 효과는, 여러 상이한 예산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는 성인 2인과 부양자녀 2인으로 구성된 단일 소득자 가구의 예산선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가처분소득은 매주 0~40시간의 근로시간 함수로 나타난다. 시간당 임금은 6.92유로로, 이는
2001년 최저임금에 해당한다. [그림 3]은 시급이 2001년 임금 중앙값인 13 유로일 때 동일한
가구의 예산선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근로시간에 따른 가처분소득 그래프에는 꺾
인 부분이 여럿 나타난다. 먼저, 고용보너스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근로시간이 0~15시간인 경우, 주로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일단 근로소득이 충분
히 높아지면, 실업급여는 감소한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실업급여보다 높기 때문에 근
로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12시간부
터는 (벨기에에서는 주당 38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하므로, 이 표준근로시간의 1/3), 실업급
6) 시뮬레이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부분은 무시하고, 단지 그러한 개혁이 한 번에 전면 실
시되었다면 실제로 어떠하였을까에 초점을 두었다. 고용보너스가 매월 말일에 제공되는 반면 세액
공제는 이듬해에 일시 이전금이나 감세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차이도 고려하지 않았다. 저인플레와
저금리를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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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인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2자녀 가정의 연간 가처분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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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인의 평균임금 근로자가 있는 2자녀 가정의 연간 가처분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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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근로소득을 결합하는 법에 의하여 가처분소득이 주당 30시간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이후로 실업급여는 ‘0’까지 점차 줄어든다. 고용보너스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손실이
너무나 커서 추가 근로소득으로도 보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35시간에 이르면 가처분소득이 다시 감소한다. 이러한 패턴은 저숙련 근
로자를 위한 세액공제 및 사회복지수당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재정적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상이한 여러 정책하에서 0~15근로시간 범주 내 가처분소득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최저소득(minimum earnings)이다. 최저임금
(minimum wage)을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면 수혜자격이 없
다. 고용보너스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너스의 경우에 더 크게 보전된
다. 실업의 감소는 근로시간 0~15 범주에서 고용보너스의 효과를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고용보너스 (2001년 기준형과 확대형 모두)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서는 효과를 지니지만 중앙임금 근로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고용

보너스 제도의 설계상 특징에 있다. 즉, 고용보너스는 풀타임 등가 소득의 함수이지 ‘실질’ 소득
의 함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확대된 고용보너스는 최대 시간급 11~12유로의 효과를
지닌다. 반면에, 모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최저임금 근로가구와 중앙임금 근
로가구 양측에 효과를 지니는데, 이는 세액공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시간당 임금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번 근로소득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

방법론

근로유인이 가구의 소득 능력과 가구 구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7) 따라서,
대표적 가구 하나를 정하여 제도 개혁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실제
로 필요한 것은 그 제도 개혁이 목표로 하는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가구를 설정하는

7) 세제 및 급여 제도 모두 가구 구성에 따라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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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이를 위해, 국가등기부에서 305,019명을 추출하여 표본으로 사용하였다.8)
대안적 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은 두 가지의 추가 요소 즉, 표본 내 각
가구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구성원의 모든 가능한 근로시간 조합과 관련하여 여러 상
이한 수준의 순소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세제 및 급여 시뮬레이션 모형(tax and benefit

simulation model)’과,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관찰된 선택들을 합리화하는 ‘노동공급 계량경제
모형(econometric model of labor supply)’에 근거한다.9) 후자를 위해, 이산선택 임의확률 효용모
형(discrete choice random utility model)을 택하였다. 평가 후에, 소득과 여가에 관한 가구 선호
도를 보여주는 기본 매개변수(fundamental parameters)는 여러 상이한 사후가정(counterfactual)
세액공제 제도하에서 최적의 노동공급 선택을 시뮬레이션하는 데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글의 원문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림 4]를 통해 방법론
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두 명의 근로자를 가정해 보자. 근로자 A는 여가를 더
선호하는 반면에 근로자 B는 소비 선호도가 높다.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는 상이한 상품 조
합, 이 경우에는 소득(즉, 소비)와 여가에 대한 주체들(agents)의 배열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효용곡선은 여가-소득 등가조합(equally valued combinations)의 궤적을 의미한다. 일반
8) 표본을 2001년 총인구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표본 가중치를 구성하였다. 이 표본에 대해, 다양
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미시자료(microdata)로 데이터 세트(data set)를 작성하였다. 이 데이
터 세트는 국가등록소(National Register)로부터 확보한 가구 특성들(연령, 성별, 가구 구성원간 관
계, 종교, 지역별 인구밀도) 외에도, 연구 프로젝트인 “Datawarehouse Labo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인용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세트에는 ① 민간 또는 공
공부문 임금소득자의 노동시장 소득과 여러 노동시장 특성, ②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특성 일부와
소득, ③ 실업급여, 요양 및 장해급여, 연금과 같은 다양한 사회급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 세트의 모든 변수는 세제감면 연도 2001년에 대한 해당 수치를 포함한다. 행정 자료는
소득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림자 경제의 팽창과 관련하
여서는 단점도 있다. 유사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9) 이 글에서는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인 ‘MIMOSIS’를 사용하였다. MIMOSIS는 ‘벨기에 사회보험제
도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for Belgian Social Insurance Systems)’을 의미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MIMOSIS는, ① 사회보장기여금, ② 실업급여, ③ 요양 및 장애급여, ④
가족급여, ⑤ 사회부조급여, ⑥ 연금의 복지화, ⑦ 개인 소득세 등의 7가지 정책 영역을 포함한다.
MIMOSIS는 정적(static)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조세유발 행동 효과(tax-induced behavior
effects)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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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전면화

적인 가정하에서는, 낮은 수준의 소비보다는 높은 소비 수준을 선호하며, 많은 근로시간보다는
적은 근로시간(즉, 많은 여가시간)을 선호한다. 무차별 곡선들(indifference curves)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여가와 소득 간의 상쇄관계(trade off)가 있다. 같은 이유로, 북서쪽으로 더 치우친 무
차별 곡선들은, 원점에 더 근접한 소득-여가 조합보다 더 선호되는 소득-여가 조합을 보여준
다. 무차별곡선의 형태로 주체의 선호도를 유추할 수 있다.
두 주체의 효용곡선의 형태와 현재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주체 A는 모서리해(corner

solution)를 선택하고 ‘0’ 시간을 공급한 반면에 주체 B는 약 27.5시간을 공급한다. 사실상, 예산
15

상 제약을
20 감안하면,
25 이 지점에서
30 주체들은
35 가능한40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주당 근로시간수

조치를 도입했다고 가정하면, 주체 A는 일을 시작하고 주체 B는 노동공급을 약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통해서는 매우 다양한 가구 형태의 개인별·가구별 선호도를 보여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는 세액공제 제도 변경 후의 최적의 선택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표본 결과들을 전체 인구에 투영하여 상이한 결과들을 비교
해 보는 것이다.
[그림 4] 개혁 효과 시뮬레이션
연간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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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효과

아래 <표 1>은 세제 및 사회보장정책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효과는 노동공
급의 총 변화(즉, 풀타임 등가(FTE)로 표기된 근로시간의 변화)와 참여자(수혜자) 수의 변화로
나뉘어진다. 이 수치들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기초선 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변화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풀타임 등가의 상대적 변화는 풀타임 등가의 총 변화를
2001년 기준선의 총 풀타임 등가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다. 우선 2001년 고용보너스 제도를 폐
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지원금이 폐지되는 경우, 수립한 모형에 따르면 노동공급은 3,513 풀타임 등가 단위(시간)가
감소하는 한편, 참여자 수는 2,802명이 감소하게 된다. 고용보너스 제도가 2006년 수준으로 확
충되는 경우의 효과를 보면, 약 7,190 풀타임 등가 시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모형에 의한 예
상 수치가 Orsini(2006a)의 내용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논
문에 의하면, 부부들의 노동공급 예상 효과는 5,200~8,800 풀타임 등가 시간에 이른다. 확대된
고용보너스제도와 비교해 볼 때, 세액공제는 참가 효과는 훨씬 더 크지만, 총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는 더 적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공급 모형과 다른 자료를 사용한 Orsini(2006a)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세액공제 조치는 저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 유인뿐만 아니라 중숙련 근로자들
에 대한 파트타임 근로 유인도 높여준다. 고용되어 있는 중숙련 근로자들은 세액공제가 부분
적인 보상이 된다고 여겨 노동공급을 줄이려 할 것이다. 고용보너스 제도는 시간당 급여를 기
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결정에 미치는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있다. [그림 5]
는 세 가지 제도 개혁의 경우에 상이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혼여성의 예상 분포 변화를 보여준

<표 1> 여러 정책 개혁의 예상 효과
근로시간 (FTE)

상대적 변화

참여자 수

상대적 변화

고용보너스 폐지

-3,513

-0.24%

-2,802

-0.17%

고용보너스 확대

7,190

0.50%

6,489

0.40%

세액공제

5,276

0.37%

11,980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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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여자 1인당 및 풀타임 등가 1시간당 비용
추가 FTE 1시간당

추가 참여자 1인당

고용보너스 폐지

-12.073

-5.172

고용보너스 확대

45.565

27.339

109.756

14.197

세액공제

[그림 5] 세 제도하에서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예상 변화 (기준선과 비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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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수

다. [그림 5]에 의하면, 고용보너스 제도와 세액공제제도 모두 노동참여도를 높여주는 데, 이는
비근로인구 비중의 대폭 하락으로 나타난다. 고용보너스 제도는 주로 비근로 및 단시간 근로
자를 풀타임 근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반면, 세액공제제도는 풀타임 근로자를 파트타

예상 상대적변화(풀타임 등가소득)

Callatay(2002)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0.03

풀타임 등가소득(고용보너스 확대)

0.03

예상 상대적변화(참여도)

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때로 ‘파트타임 함정’으로 불리는데, 앞서 De
[그림 6]은 모형에 의한 소득 십분위별 노동시장 참여 및 총 노동시간의 변화를 백분율로 나
풀타임 등가소득(세액공제)

0.025 상
0.025 좌축은 총 노동시간의 상대적 변화를, 우축은 참여의 상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타낸 것이다.
노동시장 참여(고용보너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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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등가 소득 십분위별 노동공급 예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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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변화는 각 소득 십분위에서 총 참여 및 총 노동공급에 대해 나타나 있다. 이 수치들에 의
하면 고용보너스 제도가 처음 4~5개 소득 분위에서 참여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재분배 및 유인 효과는 주로 소득분포도의 하위 부분에 집중된다. 세액공제 제도
의 경우, 고용보너스 제도와 마찬가지로, 총 효과는 저소득 분위에서 강한 양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근로자들이 단시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근
로자들보다 많아서, 상위 소득 분위에서의 전체적인 효과는 실제로 음(-)의 값을 가진다.
<표 2>는 상이한 세 제도하에서 추가 풀타임 등가 시간당 및 추가 참여자 1인당 비용을 보여
준다. 이 수치들은 다른 EU 국가들에서 실시된 유사한 활성화 대책들에 대해 작성된 추정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Orsini(2006b)는 일련의 ‘근로장려(MWP)’ 정책 평가서를 검토한 후, 활성화

추산 비용이 WFTC의 경우 연간 250,000 유로에서부터 프랑스 PPE의 경우 연간 120,000 유로

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의 ‘미니잡(mini job)’ 제도와 같은 일부 활성화 대책은 참여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등가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지원금이 개인의 소득 또는 임금 요율이 아니라 가
구 소득 개념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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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벨기에의 고용보너스 제도는 소득보다는 임금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화된 지원금이라는
독특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저숙련 근로자들을 집중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며 높은 여가 선호도
를 지닌 개인들을 걸러낸다. 그와 동시에, 임금 요율이 높은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더라
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추가 풀타임 등가 시간당 비용은 연간 46,000 유로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이 수치는 영
국의 WFTC (연간 200,000 유로 이상)나 프랑스의 PPE (연간 약 120,000 유로)와 같은 정책적
제도의 추산 비용보다 훨씬 낮다. 반면에, 이미 폐지된 저소득 임금근로자 세액공제 제도는 효
율성이 낮고 연간 추산 비용도 100,000 유로가 넘는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고용보너스가
OECD 국가들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는 표준 소득 또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본다. 또한, 세제 및 지원급여 제도의 다른 요소들이 소득보다는
임금 요율에 어느 정도로 중점을 둘 수 있는지 고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
한 벨기에의 제도적 경험은 벨기에와 유사한 제도 및 노동시장 특성을 지닌 유럽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너스가 특히 벨기에의 경제적·제도적 기본틀에 적합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벨기에는 최저임금제도와 매우 집중화된 임금교섭 절차를 갖추고 있어,
사용자들이 고용보너스 해당 근로자들에게 낮은 총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점을 확
보하려 할 위험은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사
용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계약상 근로시간을 공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최근 자료를 통해, 사용자들이 불법행위 등으로 고용보너스제도
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 악용의 가능성은 고용보너스 고유의 문
제만은 아니다.10)

10)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이 전적으로 사전 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
히, 고용보너스가 원문의 Section 2와 앞에서 논의된 바 있는 수요 측면 정책으로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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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Stancanelli(2008)의 프랑스 PPE 관련 연구와 유사한 사
후 평가를 통해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에 의한 고용효과 추산을 위한 자료는 없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너스의 평가를 위한 유효비교집
단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분법에서, 비교집단은 수혜자격은 물론 별도로 하더
라도, 수혜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즉, 두 집단이 경제적 상황 변화에 의해 동일한 영향
을 받는다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두 집단이 임금분포상에 있어 서로 상이한 부류
에 속한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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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해외 신규 시장 진출 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결정
되면,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인사 측면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된다. 모
기업의 인사 전략은 지역 특성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그 지역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사 제도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 그 자체에 대
한 이해와 아울러 기업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지역 문화에 맞게 인사제도를 성공적으로 변
화시킨 사례를 알아보겠다.

█

기업 문화

기업 문화(corporate culture)란 조직원 개개인의 행동 및 조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업 고유
의 공유된 관행, 제도, 가치, 기본적 가정의 총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문화를 세 가지 층
으로 분류한다1): 기본적 가정, 핵심 가치, 조직 관행 및 제도. 기본적 가정은 구성원들이 의식하
지 못하지만 조직 내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가정, 인식, 의견 등의 신념 체계를 말한다. 핵심 가
치는 조직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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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경영철학 혹은 가치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관행 및 제도가
외부적으로 인식되는 조직 구조, 의사결정 과정, 관계, 직무체계, 문서화된 제도와 규정을 일컫
는다. 세 층의 기업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가정과 핵심 가치의 변
화를 통해 조직의 관행과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변화가 어려운 핵심 가치와 근본
적인 가정 대신 변화가 쉬운 조직의 관행 및 제도의 변화를 통해 핵심 가치나 기본적 가정의 변
화를 꾀하기도 한다.
기업 문화에 대한 연구는 1980년 초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낸 IBM, 모토로라, 맥도날드와 같은
회사의 문화를 분석, 성과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냄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가장 주목을 받은 이론 중의 하나가 강한 기업 문화와 성과와의 연계였다. 강한 조직 문
화는 조직 내 여러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냄으로써, 조직원들은 지속
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조정과 통합을 통해 조직원들의 행동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문화가 좋은 성과에도 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
기업 문화와 조직의 경쟁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이러한
큰 흐름과 더불어 강한 기업 문화를 조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다. 조직 내, 선발, 교육, 평가, 업무 설계, 보상 등, 여러 제도 및 관행은 조직원들에게
조직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층의 기업
문화 중 조직 관행 및 제도는 조직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서비스를 핵심 가치 중의 하나
로 설정했는데, 직원의 선발, 평가 등에서 고객 서비스라는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직원
의 입장에서는 고객 서비스라는 가치는 더 이상 기업 문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에서의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는 더 복잡해지고 어렵다. 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한 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경우 강한 문화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에 맞

1) 이 분류는 MIT 교수였던 에드가 셰인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기업 문화 이론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연
구되어 왔다.
2) Sorensen, J. B. (2002), “The Strength of Corporate Culture and the Reliability of firm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1). pp. 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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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업 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가? 강한 문화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국적 기업 조직 내 강한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성과에 기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강한 기업 문화는 지역 문화
에 적응하지 못하고, 혹은 부조화를 이루어 진출한 국가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
의 해외진출 시 그 나라에 대한 역사·문화의 이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역 문화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기업 문화 중 어떤 부분을 일관성 있게 적용(표준화 전략)하고, 어떤
부분을 지역에 맞게 변화할 것인가(차별화 전략)를 판단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시
중요한 의사결정 중의 하나다.

█

다국적 기업의 인사제도 지역화 성공 사례

성공적인 다국적 기업의 지역화 전략 사례로 포시즌 호텔의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 포시즌
호텔은 현재 약 35개국에서 85개의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호텔 기업이다. 최상의 서비
스를 언제나 제공한다는 슬로건 아래, 창업 후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재무적 성과
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포시즌 호텔의 룸 하나당 수익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32%가 높
다. 포시즌 호텔의 국제화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해외진출 시 호텔의 경영진은 많
은 경우 그 나라 출신을 파견하거나 고용한다. 이는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
략이다. 둘째, 회사에 강한 충성심을 가진 인물을 해외진출 시 우선시한다. 셋째, 호텔 매니저는
서비스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전략은 아주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별화 전략과 표준화 전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중심의
사고는 호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강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표준화 전략을 위한 요소이
며, 지역 인물을 매니저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
체적으로 표준화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었는지 사례를 알아보자.
포시즌 호텔이 프랑스 파리로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건물의 레노베이
션이다. 건물은 철저하게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가 변경된다.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건물의 변경과 더불어 호텔 운영의 표준화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이루어진다. 포시즌
호텔은 호텔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표준을 기술한 황금률(The Golden Rule)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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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 황금률은 호텔 예약뿐 아니라 손님의 도착과 출발, 세탁 등 호텔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이고도 세밀한 가이드 라인이다. 예를 들어, 호텔 도착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손님이 도
착할 때 손님이 환영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 목적인 손님에게는 빠
른 서비스를, 휴양을 위한 손님에게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설명하고, 도
어맨은 적극적으로 손님의 눈과 마주치며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역
할까지 설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황금률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 예를 들면, 호텔 내 식당에서 커피를 서비스할 때 커피잔은 손님 왼쪽에 놓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손님 왼쪽에 커피잔을 놓는 것은 결례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프랑스의 경우 손님 오른쪽에 커피잔을 놓도록 황금률을 수정했다. 호텔 경영에 있어 물
리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의 표준화와 차별화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물리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 외에도 인사제도와 관련한 많은 것들은 표준화 전략과 차별
화 전략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임금
에 민감하며, 주당 업무 시간도 3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
한 많은 정책들이 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해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
회·정치적 환경 외에 문화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직 구조가
잘 발달해 있다. 그러므로 보스에 대한 복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또한 사원협의체가 법으
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료 간의 동료 의식 또한 아주 강하다. 이러한 사회·정치·법적·문화적
인 측면의 분석은 어떻게 인사제도를 프랑스에 맞도록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게 된다.
해고의 어려움과 업무 시간의 제한으로 채용과 선발에 신중을 기했다. 무엇보다 기존 업계
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채용, 포시즌 호텔의 철학과 정책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표준화 정책을 위한 채용과 선발로 보
인다. 그리고 평가와 보상에 있어 포시즌 호텔은 ‘이 달의 사원’과 ‘올해의 사원’을 선발한다. 하
지만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보상이 아닌 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적극적
으로 이 제도의 특성을 평가가 아니 보상으로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비록 많은 북미 기업들
이 이러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포시즌의 경우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
시켰다. 즉 보상제도 그대로 실시했지만 그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조직원들의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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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보상제도의 정착은 표준화된 제도를 인식의 전환(차별화 전략)으로
정착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원협의체는 사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인데, 포
시즌의 경우 기존의 매니저와 사원들 사이의 정기적 의사소통 채널을 사원협의체로 일원화함
으로써 기존 제도를 프랑스에 맞게 잘 정착시켰다. 포시즌이 정착시킨 여러 인사제도를 살펴보
면, 표준화 전략과 차별화 전략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 많은 제도들 (이 달
의 사원, 올해의 사원, 피드백 프로그램 등)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 훌륭하게 정착시켰
다. 이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제도를 조직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말한 여러 제도의 실행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례로 알 수 있다. 즉 해외 진
출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인사제도 실행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한 IT 회사는 지사
를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었는데, 연말에 보상 차원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홍바오’(복을 의미하

는 중국 전통의 빨간 종이 봉투)에 4달러를 넣어 지급했다고 한다.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이었지만 ‘4’라는 숫자가 동양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사례
도 있다. 인도에서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
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회사 배지라든지 가방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보상으로 여겨진
다고 한다. 위의 사례들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용·선발·평
가·보상제도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맺음말

기업의 해외진출 시 인사제도의 어떤 부분을 지역에 맞게 차별화를 해야 하는지는 다국적 기
업이 갖는 큰 고민 중의 하나다. 포시즌의 사례에서 보듯, 표준화와 차별화 전략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제도 자체를 지역에 맞도록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에 대
한 인식을 전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가 변형되지 않아
야 한다. 또한 표준화와 차별화의 균형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사제도를 적용
하고 정착시켜야 하는 인사 부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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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시장의 취약화
추세와 최근의 개혁 논의들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박명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강사)

█

머리말

독일 노동시장의 취약화(Prekarisierung)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취약화’라 함은
소위 비정규고용(Atypische Beschaeftigung)으로 불리는 고용형태들이 종래의 풀타임 정규직 고
용형태를 대체하며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체로 기간제고용(Befristung), 파견근
로(Leiharbeit), 경미고용(Geringfuerige Arbeit) 그리고 유사자영업(Schein-selbststaendigkeit) 등
의 범주의 고용형태들이 속한다. 이들은 원래 1990년대 이후 독일 노동시장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오다가 대체로 2003년 <아젠다2010> 혹은 ‘하르츠 개혁’의 이름하에서 이루어진 노
동시장제도의 새로운 개혁 이후 확산과 공고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형태의 고용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조명이 존재한다. 하나는 그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종래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시민권의 약화를 가져온 것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독일의 경직된 노동시장 체제와 그것으로
인한 악성 고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다. 비정규고용이 하나
의 전형성을 확립해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인 입장들을 반영한
정책들의 도입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독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실업과
비정규직의 변동 양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대표적인 취약고용 형태인 기간제,
파견근로 그리고 미니잡의 세 가지 고용형태들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된 개혁과 문제점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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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적 논의가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지 개관해 본다.

█

독일 노동시장의 변모: 실업률의 저하와 비정규직의 증가

실업률의 저하 추세
최근 독일 노동시장의 상황은 피상적으로 고용의 양적 수준의 측면에서 큰 호조를 띠고 있
다. 올 가을을 거치면서 실업자 수는 지난 20년 새 최저점에 이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방노
동 에이전시(BA)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실업자 수는 약 5천명 가량이 증가하여 9월 초
현재 총 294만 5천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름휴가가 지난 10월과 11월에 이르러 약 270
만명대로 다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실업률의 값으로 따졌을 때 대략 7% 정
도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가장 실업률이 높
은 나라인 스페인(21.2%)과 큰 대조를 보인다. 특히 8월의 실업률이 3백만명 밑으로 떨어진 경
우는 지난 19년 만에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상대적으로 소매업(Einzelhandel)의 고용상태가 가
장 양호하다.1)

비정규화의 추세
켈러와 자이퍼트(Keller/Seifert 2011)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초와 비교하였을 때 파트타임
근로가 전체 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에서 26.5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
다. 2003년의 노동시장 개혁 이후 공식화된 월 400유로 미니잡은 첫 해에 약 550여만 명에 달
했던 것이 이듬해부터 600만 명대로 올라가 계속해서 증가일로를 겪고 있다. 현재 이들의 고용
규모는 약 70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전체 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를 웃돌기 시작
했다. 상대적으로 파견근로의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것
1) Die Welt Online, “Arbeitslosigkeit historisch niedrig”, 2011년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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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이들은
약 13만여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고용인구의 약 0.4%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2008년의
경우 거의 80만 명에 육박했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관건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미숙련 노동
자들이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인데, 그 규모는 지난 2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전체 고
용규모에서 약 8~10% 수준을 차지하여 오고 있다. 기간제 고용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독일
에서 올해 20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인력들 가운데 기간제(befristet)로 채용된 인력은 25%에
달하며,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인력들의 경우는 약 10%가 그러하다.2) 독일 전체적으로 기간제
고용인구는 최근 집계에 의하면 약 270만 명 가량에 달한다. 기간제 고용의 모든 부문에 걸쳐
확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활발한 부문은 서비스부문, 보건부문, 공공기관, 학교 그리
고 연구직종 등이다. 기간제 고용의 약 60%가 이들 업종들에 분포해 있다.3) 일례로 대학의 경

파트타임 근로
고용인구
(단위:
1000명)

경미고용
(월 400유로 미니잡)

파견근로

전체
전체
전체
명수
수
규모
고용인구
고용인구
고용인구
(단위:
(단위:
(단위:
에서의 비율
에서의 비율
에서의 비율
1000명)
1000명)
1000명)
(%)
(%)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피고용인 수
(단위: 1000명)

기간제 근로
(직업훈련 받지
않은 상태)
직업훈련
규모
받지 않은
(단위:
피고용인
1000명) 전체에서의
비율 (%)

1991

33887

4736

14

134

0.4

32323

2431

7.5

1992

33320

4763

14.3

136

0.4

31891

2495

7.8

1993

32722

4901

15

121

0.4

31151

2221

7.1

1994

32300

5122

15.9

139

0.4

30958

2322

7.5

1995

32230

5261

16.3

176

0.5

30797

2388

7.8

1996

32188

5340

16,6

178

0.6

30732

2356

7.7

1997

31917

5659

17.7

213

0.7

30436

2453

8.1

1998

31878

5884

18.5

253

0.8

30357

2536

8.4

자료: Keller/Seifert (2011), p. 139.

2) Die Welt Online, “Die befristete Generation - Karriere auf Probe”, 2011년 9월10일자.
3) Die Welt Online, 상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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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현재 88%의 인력들이 기간제 고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4)

█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움직임들

기간제고용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근래 독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은 대부분 기간제 고용 형태를 띠면서 ‘기
간제 세대(Die befristete Generation)’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있는 상태에 있다.5) 기간제
고용을 규정하는 파트타임 및 기간제고용법(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TzBfG)에 따르면
기간제 고용에는 기간제 고용의 근거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법(제3조 제1항)에서는
이를 ‘달력의 일수에 맞춘 기간제 고용’과 ‘목적에 맞춘 기간제 고용’으로 나누어 칭한다. 먼저

후자의 경우는, 이를테면 부모휴가(Elternzeit)나 병가대리채용(Krankheitsvertretung)과 같이 근
거 사유를 지닌다. 반면 전자의 경우는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제 고
용을 취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용자에 한해 최장 2년간 특별한 사유없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 규정 (TzBfG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대체로 2년보다 짧게
고용된 후에 2년까지는 최장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6) 기간제 고용은 대체로 기업들이 시장
의 수주 상황에 단기간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취지를 지니나 노동자들의 가치창출감을 떨어뜨리고, 승진과 임금인상의 기회가 차
단당하였다는 점에서 좌절을 불러일으킨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소속감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또 기업 내 필요한 지식의 장기적인 습득상에 어려움이 있

4) 대학 인력의 기간제 고용은 그와 관련한 특별법이 지난 2007년에 제정되어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왔
다. 현재 독일 대학의 적지 않은 연구 및 강의진들은 약 13만 명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교수직은 약 3
만 8천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Die Zeit 관련기사 참조).

5) Die Welt Online, “Zeitverträge: Die befristete Generation”, 2011년 9월 13일자.

6) Koelner Stadt Anzeiger, “Arbeitsrecht: Befristete Arbeitsverträge prüfen”, 2011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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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밖에 없다.7) 현재 일단 기간제 고용의 존재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
정되고 있으며, 다만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세부적인 규정의 준수를 통해 기간제의 남용과 기
간제 사슬의 고착화를 경계하려는 감찰 정도의 움직임들이 있는 상태다.

파견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그것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과의 양립 가능성의 문제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는 이미 그리고 여전히 독일 노동법상
에 제도화되어 있으며, 그 원리적 정당성도 사회 전반적으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하
르츠 개혁에서 이루어진 수정은 파견노동일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노사 간의 단체교
섭을 통해 그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이 규정된다면 그러한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일 경우 파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직
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지불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직후 새로운 제
도하에서 독일의 노동조합들과 파견업체 사용자 대표 연맹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
후 몇 차례 갱신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파견노동자들의 악조건에
대한 비판이 노동운동 일각과 시민사회로부터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문제는 독일의 복수노조의 경쟁의 양상과 결합되어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바로 독일노총(DGB)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기독교노조(CGZP)가 파견노동에 대한
새로운 제도화가 이루어진 후, 매우 기민하게 이 부문에서 단체교섭의 주도성을 확보하려고 움
직였던 것이다. 그 결과, 독일노총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DGB와 체결한 단체협약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자에게 더 우호적인 조건의 협약을
CGZP와 체결하였고, 그 비중은 이 부문의 전체 단체협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CGZP의 단체협약 체결능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연방
노동법원은 2010년 12월 14일에 CGZP가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독일의 단체협상에 기본 원리가 자리한다. 그에 따르

7) Die Welt Online, 상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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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는 노동조합 혹은 그러한 노동조합의 연합체이다. 후자가 스스로
단체협약의 한 당사자로 협약을 체결하려면 그 내용이 조직 규약상의 과제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서로 결합된 노동조합들 각각이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지녀야 하고 그들의 정
상 단체로 자신들의 협상 체결능력을 완전하게 이관시켜야 한다. 만일 정상 단체를 통한 단협
체결의 승인이 산하노조들의 조직 영역의 일부로만 제한되어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 정상 조
직의 조직영역은 자신들의 회원노조들을 넘어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BAG는 CGZP 산하의 세 노동조합들 - CGM, DHV 그리고 GÖD - 이 그들의 단체협상력의
범위 내에서 결합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 능력을 지니는 정상 조직으로 판단되기
가 어렵고, 나아가 CGZP의 내규상 규정된 파견노동에 대한 조직 영역이 자신의 산하노조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정상 조직의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제약하는 요소라
고 판단을 내렸다.8) 당시의 결정은, 일단 지난 수년간 CGZP가 주도하여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추가적
인 심사를 통해 베를린 노동법원은 지난 시기 CGZP가 체결한 단체협약들 일체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9)
한편, 여전히 독일 사회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에 대한 사회적인 신념이 공고하게 확
산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강조 속에서 파견근로자들이 상대적인 악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것의 근본적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폐지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사업장 내 정규직 종업원평의회들의 주도로 최대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그들에게도 균등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처사들을 파편적이나마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니잡 (경미고용)
전반적으로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띨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

8) 당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BAG의 2010년 보도자료 Nr. 93/10, “Die CGZP kann keine
Tarifverträge schließen”를 참조.

9) DGB 웹사이트, “CGZP-Tarifverträge in der Vergangenheit unwirksam”, 2011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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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오히려 노동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으며 대단히 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
것은 현실에서 많은 경우 일종의 부가적인 일자리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기도 하다. 적지 않은
미니잡 수행자들은 사실 부모나 배우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보험을 해결하고 있거나 파트
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다른 일자리와 수입원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미니잡의 확산이 대단히 넓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독일 노동조합은 대체로 그것의 취약성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는 입장이다. 또 그것이 구직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기제
로 작용할 여지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 대체로 여성들의 비중이 남성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
도로 많은 가운데 이것의 여성들의 저임금화를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우
려를 한다. 현재 독일노조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미니잡 대신 직업훈련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숙
련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미니잡의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미니잡의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그것과 노령빈곤과의 연계의 문제
다. 근래에 들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주도로 연금 결손액의 보충방안에 대한 모색이 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띠고 진행중이기도 하다. 미니잡은 그간 적지 않은 연금 수령인들에게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개혁 논의에서는 미니잡
이 고령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더 한층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
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파견노동과 경미고용의 저임금성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시민권 저하의 문제가 계속적
으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래에 법정 최저임금(Gesetzliche Mindestlöhne) 정책
이 결합되어 부상해 왔다. 애초에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2009년 10월 현 보수연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맺은 연정합의각서에서는 자민당(FDP)의
강한 반발에 힘입어 그것의 도입을 배제했었다. 다만 기존에 일부 부문에서 형성된 부문별 최
저임금들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그 부문들을 확대해 갈 여지에 대해서도 배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의 입장과 달리 저임금 근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10) 특히 올해 들

10) 노동조합의 경우도 서비스노조인 베르디(Ver.di)가 중심이 되어 시간당 8.5유로를 법정 최저임금
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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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 집권당의 주도 세력인 기민당(CDU)은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왔다. 노동부 장관 폰 더라인이 앞장서서 법정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CDU 내의 일부 의원들도 그것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최근에는 FDP까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다만 여전히 CDU
내에도 그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만만치 않고, DP가 스스로의 당론을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맺음말

독일 노동시장의 취약화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것의 재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시장의 이러한 취약화 추세와 병행하여 실업률의 감소
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의 유의미성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 이 글에서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 부
문들에서 - 대체로 서비스부문 - 그 증가 추세와 규모는 다른 부문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태
이나, 여전히 비정규고용의 규모나 전체 고용인구에서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의 경우 모두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일자리들
이며, 미니잡의 경우도 대체로 미니잡을 행하는 이들이 이미 가족들을 통하여 사회보험을 해결
한 이후 추가적이고 임시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약 8
년차에 접어드는 독일 노동시장 개혁의 계속된 효과와 진화 양상에 대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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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기업이익분배법
제정과 현실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양승엽 (프랑스 낭트대학교 법과사회변화연구소 부연구원)

█

머리말

지난 2007년 현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ㆍ사 기업을 불문하고 대기업들의 이익
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그 약속
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우파 대통령이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하겠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서로서는 생소한 것이어서 국내 언론 또한 여러 차례 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원래
프랑스에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던바, 따라서 사르코지 대통령
은 이익분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약속하였고 이를 실행 과정에 옮겼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
화(dialogue social)의 한 당사자인 사용자 단체의 반대가 있어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
침내 이 구상이 입법화되어 올 7월에 프랑스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도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상생(相生) 차원에서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1) 이때 프랑스의 기업이윤분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과 제정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실제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1) 법학의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이윤을 근로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시각은 아니다. 우리
제헌헌법(1948년)은 ‘이익균점권’을 이미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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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8일 입법의 내용2)

적용 대상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노동
법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성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조직을 인정하는데 이 조문들을 근거로 이익분배 또한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다. 만일 50인 이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혹은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 법
에 따른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 기업에는 사기업은 물론 자본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및 기타 관공서에 귀속
되어 있는 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만일 공기업이 경영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독
점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법정 가격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기업이 당해 연도에 전체 근로자들에게 협정 등을 통해 법률이 강
제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기업 이익을 이미 배당하였다면 본 법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해외 영토인 마이오트(Mayotte) 지역은 제외한다.

이익의 분배
기업이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
이 많을 경우 기업은 이익배당금을 기업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기
업집단에 속하여 노동법에 따라 집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지배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즉, 지배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다면 산하 기업
2)법의 원문은 ‘Loi n° 2011-894 du 28 juillet 2011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icale pour

2011 (2011년 사회보장재정 수정에 관한 법(법률 제2011-894호)’이며 그 중 제1장 제1편 일명 ‘이익
배당금’에 수록되어 있다. 원문을 찾고자 한다면 다음 참조.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
o?cidTexte=JORFTEXT000024409075&fastPos=1&fastReqId=1299695996&categorieLien=cid&ol
dAction=rechTex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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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은 각 개별 근로자들
의 직책과 연봉 및 경력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이익분배의 시
점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단체교섭 등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
기업이 이익배당금의 액수와 분배방법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형태로 대표 노조와의 단체교섭이나 기업위
원회에서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어떠한 근로자 대표 조직도 없는 경우는 근로자 전
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이익분배를 한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협상 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초기
제안과 양 당사자 간의 최근 협의 사항, 사업주가 제안했던 상여금 등의 내용이 담긴 불합의 조
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의 승인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제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익배당금의 공탁이 없다면 기업은 후술할 사
회보장기여금 부담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합의의 결과물인 이익배당의 금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안내서가 각 근로자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만일 이익배당금의 분배에 관한 협의를 피하는 행위를 한다면 노동법의 조문에 의하여 처벌3)
을 받는다.
이익배분의 합의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5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익분배에 관한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3) 프랑스 노동법은 단체교섭의 이유 없는 회피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750유로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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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과 기타 급여 등의 조정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
라 이익배당 또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조정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익배당금을 이유로 단체협약
등 기타 협약과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수당들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보장부담금을 계산
할 때 쓰이는 근로자 소득, 즉 임금, 휴업수당이나 상여금 등에 포함되어도 안 된다. 이익배당금
을 받는 것이 사회보장부담금의 인상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근로자당 1,200유로의 한도에서 법률이 정
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사회보장부채세 납부를 면제 받는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
급한 이익배당금의 총액을 그 지역의 사회보장담당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들의 반대 여론

기업의 이익분배 정책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일명 코티(Cotis) 보고서
로 불리는 「추가 이윤 및 기업 이익의 분배 및 소득 격차에 관한 보고서」를 프랑스 통계청이 발
표한 이후 더욱 심화되어져 왔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는 사회적 동반자(partenaire social)인
노사단체의 참가는 미미하여 그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사용자 단체 및 노동조합은 양자 모두
이 법이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
을 청취해야 한다는 일명 라셰(Larcher)법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4)5)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MEDEF의 회장인 로렌스 파리조(Laurence Parisot)는 기업의 이익

은 ‘주주의 배당’과 ‘자기금융(l'auto-financement)’6) 두 개로 분류될 뿐이기 때문에 사르코지의
4)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11/05/articles/fr1105011i.htm 참조.
5) 참고로 노동법 제1조의 내용은 사회적 동반자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입법의 대상(예: 고용, 직업훈련,
단체교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 영어로는 ‘self-financing’이라고 하며, 기업의 소요자금을 적립금 등 사내 유보이익으로 조달하는 것
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업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적립금이나 준비금으로 사내에
축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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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근로자, 기업에게 각각 1/3씩 이윤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3분류 주장은 말이 안 되며, 오
직 주주들만이 근로자들에 돌아갈 이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논리는 그것
은 재산권의 영역이어서 국가나 노동조합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7) 최근 들어서
는 파리조는 사용자, 근로자, 주주가 이익을 3분한다는 것은 해마다 기업의 사정이 바뀌는 것
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도 하였다.8)

█

프랑스 국민의 기대

프랑스 국민의 약 64%가 이 법을 찬성하여 이 법의 덕택에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
였다. BPCE와 <에코>지, 그리고 프랑스 엥포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13%의 국민들이 매우 좋
은 생각이라고 답했으며, 49%의 국민들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답한 반면 32%의 국민만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무응답도 6%였다. 전체 계층에 있어 고루 찬성을 하였는데 특
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 간부들과 자영업자들이 53%의 찬성률을 보인 것과 퇴직자
의 61%가 찬성을 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였다. 법안의 내용대로 연 1인당 12,000유로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의 효과는 약 4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
인다.
구매력의 증가에 관해서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약 석 달 동안 50%의 프랑스 국민들의 구매
능력은 감소하였고, 약 17%의 국민들의 구매력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프랑스 국
민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9)
7) 리베라시옹(Liberation), 2009년 2월 17일 기사, ‘기업의 이익분배 : 파리조는 사르코지에 반대 의견’,
http://www.liberation.fr/economie/0101320040-repartition-des-profits-des-entreprises-parisotne-suit-pas-sarkozy 참조.

8) 유럽1(Europe1), 2011년 2월 28일자 기사, ‘MEDEF, 제3자에 의한 이익분배는 반대한다’, http://www.
europe1.fr/Economie/Medef-contre-le-partage-des-profits-par-tiers-432707/ 참조.

9) 렉스프레스(Lexpress), 2011년 5월 24일 기사, ‘프랑스 국민의 62%가 기업이익분배법에 찬성’,
http://lexpansion.lexpress.fr/economie/62-des-francais-approuvent-la-prime-liee-auxdividendes_256064.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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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및 현황

정부는 이 법안으로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평균 1인당 700유로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11년 한 해만 약 24억 유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것
으로 보았다.10)
아래의 그림은 프랑스 재무부가 이익분배금으로 인해 늘어날 근로자의 이익을 나타낸 것으로
서 2011년 24억 유로에 이어 2012년에는 근로자들에게 22억 유로가 분배될 것으로 보았다.11) 그
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12)
[그림 1] 재무부가 예측하는 이익분배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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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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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수익

주주의 수익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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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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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紙 / 자료 : 재무부.

10) eurofound 위의 사이트 참조.

11) 출처 : 에코(Les écho), 2011년 9월 27일 기사 ‘이윤분배: 이익배당금, 근로자들을 기망’, http://www.
lesechos.fr/economie-politique/france/actu/0201661238203-partage-des-profits-la-prime14

13
dividendes-decoit-les-salaries-224766.php

12) 주로 내용은 에코(Les écho), 위의 기사와 렉스프레스(Lexpress), 2011년 9월 30일 기사, ‘이익배당금,
11
큰 실망만’ http://lexpansion.lexpress.fr/entreprise/prime-dividendes-la-grande-desillusion_263563.

12
10

html#xtor=RSS-115
참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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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지난 2년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기업들은 10월 31일까지 이익분배를 위하여 노
동조합 등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많은 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노동조합은 협상 결과 도
출된 이익분배액이 겨우 쥐꼬리만하다고 불평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 결과는 정부의 예상치보
다 훨씬 못 미칠 것 같다. 40여 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한 결과 그 중 27%(약 10여 곳)
만이 이익분배를 할 예정인데 그 액수는 약 250유로(약 38만 원)에서 700유로(약 108만 원) 정
도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추정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노피(Sanofi)사는 600유로를 제안했지만 근로자 대표들이 거부하였고 슈나이더(Schneider)
사와 STM 전자는 겨우 150유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루파마(Groupama)사는 110유로를 수
표로 제안하였다. 이 모두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액수로 슈나이더사의 노조 관계자는 그저

이 법은 ‘상징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오히려 사업주들은 안심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이 느긋하게 이 법에 대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협상 기한(10월 31일)
이 끝나면 이익분배금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입는 근로자의 수 또한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정책으
로 약 4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프랑스
전체 근로자들의 약 10%인 23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노피(Rhondia)사로 600유로의 이익분배금을 제안하는 대
신 전 세계에 걸친 모든 근로자들에게 분배를 하기로 하였으며, 회사의 상태에 따라 증감하기
로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 대부분의 회사
들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익분배금을 정액으로 고착화시킬 구상을 한
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여전히 이익배당금의 부담이 회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
장한다.

█

맺음말

기업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률은 출발 시점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국민들
은 기대를 한 반면 사용자들은 격렬한 반대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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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였다. 먼저 50인 이상의 기업을 적용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법의 원래 목적인 프랑스 전체 국민들의 근로소득 향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익분배에 있어서도 지난 2년간 벌어들여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
보다 올해의 지급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이 늘어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와 민감한 시장 상태로는 힘든 면이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안이 실
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가 이익분배를 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의 내용대로 ‘상징적’인 액수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듯 이 법은 아직까지는 절름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파 정부에서의 이익분배법이
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이 법이 모태가 되어 정부의 성격과
관계 없이 더 많은 분배의 규칙이 전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논의 또한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이윤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는 지금 프랑스의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비록 프랑스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하
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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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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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④ - 영국

권병희 (영국 셰필드대학교 박사과정 (사회정책), 고용노동부 서기관)

█

머리말

영국 최대 노동조합단체인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 TUC)은 지난 9월 12일부터 사
흘간 런던 노총본부에서 제143차 정기대의원대회(The Annual Trades Union Congress)를 개최
하였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재
정긴축정책과 이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현
단계 고민과 대응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영국노총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 TUC)은 1868년에 설립되었으며, 58개 소속 노동조합에
약 650만 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주요 소속 노조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업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나이트(Unite, 조합원 147만 명),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유니슨(UNISON, 조합원 137만 명)과 GMB(조합원 60만 명),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 근
로자들이 주로 가입한 PCS(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 조합원 30만 명) 등이며, 이
밖에도 프로축구선수노조(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조합원 2천 7백 명), 경마장마필
관리사노조(National Association of Stable Staff, 조합원 1천 7백 명), 소방관노조(Fire Brig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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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조합원 4만 4천 명) 등 소규모 직종별 노동조합도 많다. 영국노총의 조직구조를 살펴
보면, 정기대의원대회(Annual Congress)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9월 사흘간 열리며1) 소
속 노조는 대의원대회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대의원들을 파견한다.2) 일반위원회(General
Council)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노총의 일상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내용을 점검한다. 일반위원회 위원 중 26인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며, 노총의 정책 집행 및 긴급 현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 밖에
여성, 인종 등 주제별 위원회와 다양한 과제별 그룹(Task Groups)들이 있다. 2010년 회계연도의
총 수입은 515만 파운드(한화 950억 원), 총 지출은 498만 파운드(한화 920억 원)였다.

█

주요 의제: 일반위원회 보고서

정기대의원대회 의제는 일반위원회가 의결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하는 일반위원회 보고서
(General Council Report)와 소속 노동조합이 미리 제기한 안건들로 이뤄진다. 일반위원회 보고
서는 지난 1년간 영국노총의 주요 활동을 집약하고 현 정세하에서 노총의 향후 활동 방향을 체
계적으로 제시하는 주요 문건이다.3) 보고서에서 다루는 노총의 정책 노선은 매우 넓은데, 청년
층, 비정규직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조직 확대 전략,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반대 투
쟁 등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의제에서부터 평등권, 연금, 사회보장제도, 거시경제 운용 방향 등
각종 사회경제정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장,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등에 대한 활동 등은 한국 노동조
합운동에서는 보기 힘든 의제들이다.

1) 종전에는 나흘간 개최했으나, 대의원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사흘간 개최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다.
2) 대의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 수 5,000명당 1명의 비율로 소속 노조에서 파견하는데 (조합원수
5,000명 미만의 노조는 2명의 대의원)로 2003년 대의원대회의 경우 대의원 수는 784명이었다 (남성
502명, 여성 282명). 출처: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2011), 국제노동단체 소개 - 영국 TUC.
3) 출처: TUC (2011), Congress 2011 General Counci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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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노총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반위원회 보고서 개요
제1장 다함께 캠페인
(The All Together Campaign)

- 공공지출 삭감 등 정부 경제정책 반대 투쟁

제2장 단결 및 노동권
(Organising and rights at work)

조직확대 전략, 청년실업대책, 정부 노동관계법 개정 반대

제3장 평등권(Equal rights)

2010 평등법 검토, 공공부문 평등 의무, 동등임금, 정년제도 폐지, 취약계층 평등권 강화

제4장 경제 산업 정책
(Economic and industrial affairs)

거시경제 및 경제사회정책 동향, 노동시장 동향, 산업정책,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정책, 주택, 에너지 정책, 공공서비스 및 연금정책, 보건 및 사회적 돌봄정책, 교육정책,
형사정책, 우정 및 미디어 정책

제5장 국제 연대
(Global solidarity)

노동조합간 국제 연대, 국제개발원조정책, 이주 노동자정책

제6장 교육훈련 및 기술
(Learning and skills)

교육훈련정책, 도제제도, 청년층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성인 취업상담센터,
노총 교육센터, 노조간부 교육

제7장 근로자 보호
(Protecting people at works)

산업안전

제8장 지역 정책
(The regional dimension)

지역재생정책, 지역기업파트너십, 웨일즈 자치정책

제9장 캠페인 및 홍보
제10장 영국노총 조직
제11장 사망자 약력(Obituary)

- 최근 사망한 전 노조간부들의 약력 소개

제1장(The All Together Campaign)은 현 단계 영국노총의 가장 핵심적인 운동노선에 대한 경
과 보고와 향후 방향을 다루고 있다. 2010년 5월 출범한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막대한 정부 재
정적자의 삭감을 목표로 재정긴축, 공공서비스 축소,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데, 영국노총은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제142회 대의
원대회에서도 주된 의제는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였

는데, 이때 운동의 이름을 ‘The All Together Campaign’으로 정했다. 노총 지도부는 지난 3월 말
에 조직한 전국적 시위(March for Alternative)에 50만 명이라는 노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합
원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지역 및 사회운동단체와 효과적으로 연대하여 언론을 비롯한 국민들
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운동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연립정부의 긴축재정
및 공공서비스 삭감에 대한 반대 투쟁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면서 민간부문 근로자들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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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의 노동조합원 수 추이: 189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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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노선 등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브렌단 바버 위원장도 대의원대회 첫날 기조 연설에서 기존의 긴축재정 반대 운동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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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 56.3%, 민간부문 14.2%).5)
1990년대 초반부터 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출발(relaunch) 운동을 시
작했는데, 이는 조직 현대화 전략, 노조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정부, 사용자, 사회단체 등과
의 파트너십 강화,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보다 광범위한 근로대중을 대
변하는 정치 노선의 채택 등을 포함한다. 199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새노조(New
Unionism) 운동은 신규 조합원 확대를 위한 사업이며, 여성, 청년층, 새로운 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주된 조직 대상으로 조직아카데미(Organising Academy) 설립,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청년층이 각별한
관심 대상인데,6) 이들은 연립정부의 공공재정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연립정부는 영국
노총이 야심차게 전개했던 미래직업기금(Future Jobs Fund)과 저소득 청년층의 교육을 돕는 급
여(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를 폐지하였는데, 노총은 폐지된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청년 조합원 조직(Young Members Conference, Young Members Forum)의 활성화를 추진
하고 있다. 한편, 연립정부는 고용심판위원회(Employment Tribunals) 구제신청 비용 신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의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 근무를 2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단체행동 요건 강화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총은 정부의 법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영국노총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
3장 평등권(Equal rights) 분야의 경우 2010년에 시행된 새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이행을
위해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국가인권위원회(EHRC)와의 협력, 공공기관
의 의무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동등임금(Equal pay), 국가인권위원회
(EHRC) 개편, 정년제도 폐지, 여성, 인종, 장애인 근로자의 평등권 제고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
되었다. 독특한 주제들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의 효과적 활용, 최근 서구에서 논란이 되
고 있는 의사조력자살(asisted suicide)에 대한 연구 지원 등이다. 영국노총은 동성애자, 양성애
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5) 출처: Achur, J. (2011) Trade Union Membership 2010.
6) 전체 연령의 실업률이 7.9%인 데 비해 18~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0년 12월 말 현재 17.6%나
된다. 출처: TUC(2011), Congress 2011 General Council Report,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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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제4장 경제 산업정책(Economic and industrial affairs)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
는데, 거시경제지표와 고용, 임금 등 노동시장 동향을 짚고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 동향과 이
에 대한 노총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총은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시경제의 적절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
하고 정부의 조달사업(Procurement)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정책 분야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정책: 기업 인수합병, 종업원지주제
- 연금제도: 정부 연금개혁 동향 및 입장
- 사회보장제도: 통합급여 도입 등 정부 복지개혁안 반대
- 최저임금제도 인상 및 근로시간 정책
- 주택 정책, 기후 변화 및 에너지정책
- 철도 등 대중교통정책, 공공서비스, 공공부문 급여 및 연금
- 보건 및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정책: NHS 개편안 등
- 교육정책: 초중등 및 대학교육, 조기교육
- 형사정책, 우정정책(Royal Mail), 미디어, 예능, 디지털 경제정책
- 런던 2012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응
영국노총의 노동시장정책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교육훈
련 및 기술(Learning and skills) 정책이다(제6장).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
련투자를 늘리고,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제제도(Apprenticeship)를 활성화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 고용기술위원회(Commissions for Employment and Skills)와 산업
별·직종별 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노총이 직접 추
진하고 있는 성인 취업상담센터, 노총 교육센터, 노조간부 교육 등도 주요 정책 수단이다.
일반위원회 보고서는 제5장 국제연대(Global solidarity) 분야에서 각국 노동조합들 사이의 국
제연대, 저개발국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원조정책, 유럽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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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가입 등 노동권 보장, 국제노동권 강화를 위한 연대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밖에 산업
안전 등 근로자 보호(Protecting people at works, 제7장),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재생정책,
지역기업파트너십, 웨일즈 자치, 실업자 상담센터 등 지역정책(The regional dimension, 제8장),
캠페인 및 홍보(제9장)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

주요 의제: 소속 노조 제출 안건

일반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제에 더해 소속 노동조합이 사전에 제출한 안건들이 대의
원대회에서 토론된다. 의제별로 보면 쟁의행위 요건 강화 등 연립정부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 취약근로
계층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 부문별 위원회에서 평등권 분야에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의 경우, 연립정부의 공공부문 재정지출 삭감의 영향을 받는 각 노조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특히 일자리, 집, 연금 등을 지키고, 녹색 제조업, 정부조달, 외국자
본의 인수, 국가 통제 금융기관들의 산업투자 등 대안적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Unite) 등이 제
기되고 있다. UNISON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연금 분야의 의견, 청년위원회의 도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엔지니어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Prospect 노조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Green Investment Bank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의 축소
반대 및 투자 확대(교통노조 RMT), NHS 개혁에 대한 반대(UNISON), 관절염 환자에 대한 보
호 강화 및 항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대한 정책 건의(방사선기사노조 Society of Radiographers),
공립교육의 질 강화와 연립정부의 자유학교(Free School) 우대정책에 대한 반대(NASUWT,
Nation Union of Teachers 등 교사노조), 예술정책에 대한 지원 강화(음악가노조 Musicians'
Union와 작가노조 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프로축구선수노조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4개 나라(countries)를 통합한
통합 영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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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총파업

정기대의원대회 기간 중에 언론의 주된 관심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총파업 동향이었다. 현
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데, 공공부문노조와 영국노총은 단체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근로자 약
300만 명이 참가하는 24시간 총파업을 오는 11월 30일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주요
공공부문노조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브렌단 바버 위원장은 기조 연설
에서 정부의 연금 삭감 시도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가 첫날 기조 연설에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파문을 몰고 왔다. 그는 파업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

용되어야 하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mistake)’라면서 노동당
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동조합운동이 민간부문과 새로운 산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더 많
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노동당수의 발언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연설 도중 상당수 대의원들이 야유를 하기까지 했다.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는 지난 6월 공공부

문의 연금개혁 반대 파업 당시에도 연립정부의 미온적 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도 노동당은 “항
상 학부모들의 정당이며” “이들을 대신해서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혀 노동

조합의 거센 반발을 얻은 적이 있다. 노동당은 탄생 역사에서부터 노동조합운동에서 출발했으
며, 서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노동조합은 노동당 정치자금의 80%
를 부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당의 대표가 협상을 통한 해결과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시민들의 입장을 더 중시한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

█

맺음말

영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세계경제 위기와 연립정부의 재정긴축에 직면하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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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영국노총은 대중적 시위, 총파업과 함
께 대안적 경제정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식인 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추진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범위한 범위의 의제를 통해 소속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성적
소수자, 소수인종 등 다양한 근로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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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2011년 상반기 동안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특히 유로권의 기타 국가들
과 비교할 때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2011년 전체를 통해 약 4.1%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채 위기는 앞으
로 몇 년간 스웨덴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유럽 국가
들이 부채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금융 및 재정정책
전반에 걸쳐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는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로부터 스웨
덴 제품에 대한 수요를 급격이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은행의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
출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경기의 약세는 스웨덴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스
웨덴의 노동비용이 경쟁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 추세에 있어 바로 막 시작한 스웨덴의 2011~2012년도 임금 및 단협
교섭테이블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 글은 스웨덴의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우선 스웨덴의 임금·단체협약의 기본적 구도를 살펴보고 바로 시작한 스웨덴의 2011~2012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2011, Konjunkturläget August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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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임금·단체협약의 기본적 구도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노동자 및 고용주 양측 모두 높은 조직률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노동
자 조직으로는 3대의 노총 중앙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는 생산직 및 서비스업 종사자 노총 LO,
사무직 노총 TCO 그리고 전문직 노총 SACO로 구성되어 있다.2) LO 산하에는 14개의 직종별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성된 노조연맹이 소속되어 있으며 전체 노조원 수는 약 150만 명에
달한다. TCO 산하에는 15개의 노조연맹이 소속되어 있으며, 전체 노조원 수는 약 120만 명에
달한다. SACO 산하에는 직종 및 직업을 기준으로 구성된 23개의 독립적인 노조연맹이 소속되
어 있으며, 전체 노조원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한다. 고용주 조직으로는 스웨덴의 민간기업 대표
기관인 스웨덴기업총연맹(Svenskt Närlingsliv: SN)과 공공부문 고용주단체(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KL), 국가기관과 국영사업기관 대표기관(Arbetsgivarverket), 협동조합, 민간 비
영리법인, 시민운동기관을 대표하는 사업주협회(Arbetsgivarf örening: KFO), 금융기관 사업주
대표(Bankinstitutets Arbetsgivarorgnisation: BAO)와 매스메디어 사업주협회(Mediaföretagen)가
존재한다. 물론 이 중에 49개 사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규모의 약 6만 개의 사업체
가 소속되어 있는 스웨덴기업총연맹이 가장 큰 민간 고용주대표 기관이다.
실제 임금 및 단체협약은 분야가 비슷한 노동조합들과 고용주들이 교섭카르텔을 구성하
여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주단체(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KL)를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노동조합 측 대표 대규모 교섭카르텔로는 전문직연
맹 (AkademikerAlliansen)이 있다. 또한 노동자 측 대표 교섭카르텔로는 LO 산하 금속노조
(IF Metall), TCO 산하 유니오넨(Unionen), SACO 산하 스웨덴 전문기사노동조합(Sveriges
Ingenjörena)과 중견간부직 노동조합(Ledarna)이 상대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약 3,400개에 달하
는 기계 및 기술업 사업자대표 카르텔(Föreningen Teknikarbetsgivarna i Sverige)이 있으며, 민간

2) 스웨덴에는 3대 노총 중앙조직 이외에 모든 사업부문, 모든 수준의 직급을 포함하는 약 75,000명에
해당하는 중견간부직 노동조합(Ledarna)과 모든 민간 항공기 조종사의 노동조합 조직인 스웨덴 항공
기조종사노동조합(Svensk Pilotförening: SPF), 실업자, 학생, 불법거주자, 연금생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신디칼리스트노동조합(SAC Syndikalisterna)이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Öberg, A. D
& Öberg, T. (2010), Arbetsmarknadsboken,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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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민간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약 25개의 고용주연맹을 대표하는
PTK를 큰 교섭 기관으로 꼽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노동시장에 있어 제조업체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어떻게 진행하고
누가 또 담당을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측과 고용주 측이 이미 소위 말하는 제조업체 단체협약
(Industriavtalet)을 통해 조정되어 왔다.3) 보통 제조업체 임금 및 단체협약의 결과에 따라 기타
부문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제조업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제일 먼저 체결되는 이유는 제조업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결정되면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스웨덴 기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들과 경쟁에 있
어 불리할 위치에 놓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기계 및 기
술업 사업자대표 카르텔에 제시된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안과 이에 대응하는 사업주 측
의 요구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스웨덴

금속노조, 스웨덴 전문기사노동조합 및 유니오넨의 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2011년 9월 30일에 금속노조, 스웨덴 전문기사노동조합 및 스웨덴 사무직 노총 소속 노
동조합 유니오넨(Unionen)은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시기를 앞두고 사업주 측
(Föreningen Teknikarbetsgivarna i Sverige)에 그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이 요구안은 2012년 1월부터 약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약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제조업체 전반에 종사하는 사무직 직원 22만 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측은 그들의 요구안이 조합원들의 실질임금 인상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

3) 제조업체 단체협약의 정식 명칭은 “제조업 발전과 임금결정에 대한 협동 협약”으로 이에 참여하
는 노동조합연맹은 LO 산하 금속노조(IF Metall), TCO 산하 유니오넨(Unionen), SACO 산하 스
웨덴 전문기사노동조합(Sveriges Ingenjörena) 이외에 추가로 LO 산하의 식품업 종사자 노동조합
(Livsmedelsarbetareförbundet) 및 임업, 제지업, 그래픽업 종사자 노동조합 G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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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다.
3개의 노동조합연맹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은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3개 노동조합에 모
두 해당되는 공동 단체협약 요구안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요구안
- 모든 직원들이 기업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한 교육 이외에 업무능력 개발 및 기타 교육을
받을 권리 부여.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력개발계정 또는 능력개발보험 등의 명목으
로 사업주가 임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할 의무 부여
- 제조업체 노동시장 당사자들은 병가와 한시 고용을 근거로 해고된 자들에게도 재취업을
위한 계약이 유효하도록 노력
- 노동환경과 직업재활제도 개선
- 부모휴가 기간을 1개월 추가한 6개월로 연장
- 고용기간 계산시 부모휴가수당 수령 기간 등도 포함하며, 직원의 장기, 한시 고용계약 상
태의 구분 없이 전 고용기간을 포함

이러한 공동 요구안 이외에 각 조합별 특별 요구안도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속노조의 특별 요구안
- 노동시장 당사자들은 정부, 노동자, 고용주 측의 삼자 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에 해고 대신 교육을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
-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중복되는 한시 고용 계약 제한
- 이익분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시 직원 1인당 910크로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직원에
게 지불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최소 임금인상액 560크로나 보장
- 임금협약상 최저임금을 910크로나만큼 인상
- 단체협약을 통한 단체보험 내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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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전문기사노동조합의 특별 요구안
- 직장별 임금 교섭에 대한 영향력 증대
- 임금에 대한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공동 조사
- 모든 직원들이 임금 결정 전 임금 교섭 권리 부여
- 근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유니오넨(Unionen)의 특별 요구안
- 추가 노동시간 단축
- 초과근무수당 수령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매년 정기 건강검진 권리 부여
-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 모든 직원들에게 최소 임금인상액 560크로나 보장4)

3개 노동조합연맹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은 경제성장이 현재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
만 지난번 협약 체결 이후 제조업 분야의 성장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 기계

및 기술업 사업자 대표 카르텔의 요구안

3개 노동조합의 요구안 제시 바로 이틀 후에 기계 및 기술업 고용주 측(Föreningen Teknikar
bet sgivarna i Sverige)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사업주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주 측은 당면한 경제발전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높
4) Unionen, 2011년 09월 28일, Pressmedelande, “Avtalskrav för reallöneökningar och ökad
konkurrens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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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임금 및 단체협약 안은
기업들이 험난한 경제상황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체결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 입장에서 노동조합 측이 기업에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높은 요구 사
항을 줄이며 각 사업장에서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중앙수준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측은 중앙수준에 결정한 사항에 대
해 기업수준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높이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능력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개인별 임금 보장, 중앙수준에서의 임금인상액 및
비율 결정 등은 중앙수준의 단체협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 측은 제조업이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로 제조업이 발전해야만 전국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며, 그런 입장에서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임금수준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다. 사업주 측은 구체적인 임금수준 결정 이외에 기업의 형편과 근접한, 직접적이고 간단한 그
리고 유연성이 높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기계 및 기
술업 사업자 대표 카르텔의 요구안은 스웨덴 전체 수출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소속 사업
체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기계 및 기술업 사업자 대표 카르텔
의 입장은 민간기업 대표기관 스웨덴기업총연맹 측의 입장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경기
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민간기업 대표기관 스웨덴기업총연맹 측은 노동조합 측
의 실질임금 약 4~5% 인상 요구는 이들 노동조합연맹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있어 선발 주자로
서의 책임감을 잃은 처사라고 여기고 있다.6) 선발 노동조합 측과 고용주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안에 대한 커다란 의견 차이는 금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이 그 어느때보다 쉽지 않을 것
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5) Teknikföretagen, 2011년 10월 4일, Teknikarbetsgivarnas krav 2011.

6) Dagens Nyheter, 2011년 9월 23일, “Svenskt Närligsliv vill ha” ansvarsfulla “av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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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의

공동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

LO의 규약은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을 진행함에 있어 소속 노동조합연맹들 간 3가지 형태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동 교섭, 노동조합연맹들 간 교섭안 조정 및 노동조합 연맹별 교
섭이 포함된다.
공동 교섭은 LO의 의장단이 일부 또는 전체 노동조합연맹과 관련한 교섭안에 대해 교섭단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교섭은 특히 단체협약상에 명시되는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각각
의 노동조합연맹 차원을 넘는 전체 민간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 민간기
업 대표기관 스웨덴기업총연맹(Svenskt Närlingsliv: SN)과 교섭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노동조합연맹들 간 교섭안 조정은 연대의식과 공동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LO의 각 노동
조합연맹 대표와 의장단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있어 공동 요구안을 채택하여 각 노동조합연맹
에게 통보하면 각 노동조합연맹은 이런 공동 요구사항을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포함하였다고
문서상으로 확인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
행 과정 중에 다른 노동조합 연맹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동 연대임금정책을 통하
여 LO 소속 모든 노동조합연맹들이 공평하고, 각 노동 분야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또한 양성평
등 향상을 목표로 하는 LO 공동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고용주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LO 지도부는 8월 29일에 LO 소속 노동조합들은 2011~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있
어 노동조합연맹들 간 교섭안 상호 조정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3가지 요구사항을 명시
하였다.
- 한시고용 가능성 제한, 현재 사업주가 여러 가지 형태의 한시고용을 이용해 일부 직원을
임시고용으로 5년간 고용할 가능성이 존재, LO는 한시고용을 2년간으로 제한 요구
- 불공정한 임금 반대.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사업 분야 또는 저임금의 비율이 높은 사업 분
야에 특별 임금인상 추진
- 단체협약상의 단체보험 조건 향상. LO는 노동자가 노동재해를 당했을 경우 병가 개시 제
1일부터 임금 손실에 대한 100% 보상 추진7)
7) LO, 2011년 8월 22일, “Gemensamma krav inför avt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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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단체교섭 개시 앞두고 LO소속 노동조합들 간 불협화음

LO 지도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있어 노동조합연맹 간 상호 조정안에 대해 산하
의 각 조합들 간에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개시를 앞두고 상당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
부분의 제조업체 노동조합이 총연맹 LO의 의견 조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8) 이
러한 제조업체 노동조합의 의견이 전체 단체교섭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하지만 LO의 임금인상률 조정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금속노동
조합 IF Metall이 LO의 임금인상률 조정안에 제일 먼저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식품
제조 및 판매업 종사자 노동조합 Livs도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고, 추가로 일반 제조업체 노동조
합 GS도 금속노조와 식품제조 및 판매업 노조의 예를 따른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LO의 단체
교섭, 특히 임금인상률 조정안은 지금까지 LO의 단결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했다
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역사적으로 LO의 전체 임금인상률 조정안은 제조업체 종사
자의 임금 인상이 전체 스웨덴 노동자의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
이다.
현재 LO 산하 노동조합들 간에 임금인상률을 둘러싸고 표출된 의견 분산은 각 노동조합연
맹들 간 임금인상 경쟁 체제에 들어가 급격한 임금인상을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다. 이와 비슷
한 위기가 1980년대에도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각 노동조합연맹들 간의 임금인상 경쟁 현상은
LO 소속 노동자들의 급격한 임금인상의 결과를 초래했으며 또 동시에 스웨덴의 국제적 경쟁
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심한 인플레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임금이 저하하는 현상
까지 발생하였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그 당시의 경험을 다시 살리고 싶지 않다고 예기하
는 상황에서 각각 다른 노동조합연맹들 간 임금 경쟁을 시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임금 경쟁을 일단 시작되게 되면 이를 다시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임금 경쟁을
시작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예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럴 위험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8) LO, 2011년 9월 5일, “Spruken LO-fasad kan ge huggs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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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3대 노동조합연맹이 LO 지도부가 제시한 노동조합연맹 간 상호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반면 공공복지부문 노동조합(Kommunal)은 LO의 조정안에 찬성하는 의견
을 표시하였다. 공공복지부문 노동조합 이외에 LO 지도부의 조정안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으로
유통업 노동조합도 있다. 여성들의 근무 비율이 높고 저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공공복지부문
노동조합과 유통업 노동조합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히 양성평등 차원의 임금인상안
을 포함하는 LO의 조정안을 따를 경우 임금 및 단체교섭 재교섭에 있어 가장 이득이 크다고 판
단하기 때문일 것이다.9)
노동시장에 있어 임금수준의 양성평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노동조합연맹 간 상호
조정안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연맹들 간에 드러난 상당한 의견 차이는 LO 지도부가 금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다.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LO
지도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연맹 간 상호 조정안은 스웨덴기업총연맹 측에서도 반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0)

█ 맺음말
지난 해 말 스웨덴 경제연구소는 스웨덴의 국민총생산이 2011년 4.2%, 2012년에는 2.4%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남유럽 일부 국가들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부채 위
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국립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률을 조정하여 2012년에
는 단지 0.2%정도만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0.9% 수준을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11) 경제성장 속도의 감소는 실업률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스웨덴의
2011년 6월 현재 실업률은 6.9%로 2009년과 2010년 동월에 비해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지만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시기 이전보다는 계속 높은 상황이다. 스웨덴의 경기 하강세는 이

09) SvD, 2011년 9월22일, “Kommunal tror på starkare samordning”.
10) Dagens Nyheter, 2010년 8월 22일, “LO får nej redan före förhandling”.
11) Svenskt Närlingsliv, September 2011, Reality Check, Det ekonomiska lä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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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경기 하강 국
면에는 노동시장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기타 연령대에 비해 인력 감축의 위기에 심하게 노
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의 추세와 아직도 계속 높은 실업률은 현재 스웨덴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에 있어 노동조합 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특히 LO 산하 노동
조합연맹 간의 불협화음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 중 사업주 측의 교섭 위상을 높일 확률
이 크다. 금번 단체협약의 결과가 어떻게 판명될지는 앞으로 몇 달의 기간을 더 기다려야 윤곽
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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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1)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⑥ - 일본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

머리말1)

일본에서는 1990년대, 자동차 리콜 은폐, 식품의 위장 표시 등, 기업의 부정 사건이 사회적
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기업은 이러한 비판을 받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본격적으로 CSR활동을 추진하였다. 2003년은
일본의 CSR 원년(元年)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다.
일본의 렝고총련은 CSR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CSR에 있어서 노조의
역할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2005년 CSR위원회를 발족시켜 2년간 조사·연구하였다. 그 결과
를 2007년 <노동CSR>2)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필자는 상기 CSR위원회의 멤버로 참가하
였는데 2007년 이후 CSR에 대한 노조의 역할과 CSR 진전을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을 추가조사하여 그 내용을 본고에 소개하기로 한다.

1) 본고는 일본의 렝고총련 월간지 『DIO』, 2011년 10월호에 게재한 내용을 약간 수정·가필한 것이다.
2) 이나가미 타케시/렝고총련 편(2007), 『노동 CSR』, NTT출판. 기업과 노조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결
과는 렝고총련(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보고서』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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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의 내용(CSR위원회 조사 내용)

일본에서 CSR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기업마다 CSR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
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CSR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렝고총련이 2005년 노조와 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일본의 노사
가 생각하고 있는 CSR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노사가 CSR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법령 준수를 위한 사원 교육’ (기업 81.2%, 노조 85.1%, 이하, 같은), ‘지구 온난화 가스의 수치
목표에 근거하는 삭감’ (72.5%, 70.8%)이 가장 높고, 노사 사이에 인식의 갭이 거의 없다. 노동

CSR에 관계되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65세까지의 고용 연장’ (66.1%, 78.5%), ‘사

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mental health)의 관리와 개선’(61.9%, 77.6%), ‘장애인 고용의 충실’

(57.4%, 53.8%), ‘육아 간병휴가의 취득촉진’ (49.5%, 64.9%),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 (42.3%,

66.8%), ‘여성 관리직의 등용촉진’ (27.2%, 32.8%), ‘자회사·관련 회사나 공급망에 있어서의

ILO중핵적 노동기준의 준수(해외 포함)’(23.5%, 26.3%), 그리고 ‘정사원과 단시간 근로자와의
균등처우의 촉진’ (19.8%, 36.6%)이었다 (표 1 참조). 이상이 현재 일본의 노사가 생각하고 있는
CSR의 내용이다.

█

노조의 CSR 진전을 위한 노력

여기에서는 노조가 CSR 진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업별노조인 S노조, 산업
별노조인 손해보험노련, 그리고 5개의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노협(노조원 약 200만
명)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별노조(S노조): 노사관계의 변혁과 워크라이프밸런스의 추진
S노조는 2011년 7월 현재 노조원 약 1만2,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제조업 대기업의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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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다. S노조는 이전부터 나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억지판매’3)를 없애는 경영 개혁 운동4)
을 1999년부터 2년 연속 실시하여 회사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혁했다. 그 결과 노사관계는 물론
CSR도 크게 진전되었다.
우선 노사관계에 대해서 보면, S사의 노사 간에는 종래 경영협의회가 매월 개최되었다. 협의
회의 내용은, 회사가 2개월 전의 기업 실적과 임원회의 결정 사항 등의 설명을 하는 것에 지나
지 않았고, 노조가 발언해 협의하는 것은 전무한 극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회사 측 책임자는 인
사부장이며, 노조가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
았다. 그러나 상기의 경영 개혁 운동에 의해 노사관계는 매우 실질적이고 건전한 관계로 변했

다. 노조는 ‘이런 경영협의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회사 측에 질문하고, 실질적인 협의
의 장소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매년 2회 개최되고 있지만 사전에 협의 항목
을 정하고 있다. 또 협의 항목에 대한 협의 책임자가 필요하면 사장도 참가하도록 하였다. 2010
년 회사의 ‘중국 시장 전개’라고 하는 테마를 설정하였다. 노조는 협의회의 준비를 위해서, 중국

현지에 가서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판매점, 노조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판매점 등을 철저하게 조
사해서 리포트를 작성했다. 경영협의회에서 중국 사업 책임자가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판매
점만을 소개하는 형식적인 설명을 했는 데 반해 노조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내용을 설명하
고, 회사 측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후 사업을 전개하도록 촉구하였다. 후일 노조는 리포
트를 바탕으로 2시간 걸려서 사장과 직접 협의했다. 노조가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것으로 바꾸고, 경영의 질을 높이고 있다. 또 노사관계도 종래의 노조와 인사부와의 관계에서
노조과 경영진(사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로 변했다.
노사관계의 변화와 함께 노조의 CSR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졌다. 첫째, 노조위원장이 회사
CSR위원회의 멤버가 되었고, 그 발언권이 높아졌다. 둘째, 본사·공장·연구소에 조직되어 노
조가 1993년 판매 회사의 종업원을 조직화해서 판매 부문·미용직장의 노조원의 목소리를 적
극적으로 회사에 알렸다. 그 결과 종래 본사·공장·연구소에만 만족스럽게 주어졌던 육아휴
3) 판매특약점 등에 억지로 제품을 넘기고, 일정기간 팔리지 않으면 반품된다. 억지로 제품을 넘기는 단
계에서 기업 업적으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억지 판매을 해왔으나, 기업경영에는 매우 큰 문
제가 된다.
4) 연간 기본임금인상 제로 엔을 요구하여, 본격적인 경영개혁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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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육아시간5)을 판매부원의 노조원에게까지 넓혔다. 그 상징적인 것이 2006년부터 도입된 캥
거루 스탭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을 취득하기 쉽게 하는 제도로서 육아시간을 취득하는
사람의 대체요원을 채용해서 충원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 2006년, 판매 회사의 미용직장
의 육아시간 취득자 수는 268명이었는데 2007년 478명, 2008년 618명, 2009년 850명으로 급
증했다. 그 결과 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문제는 거의 해소됐다고 노사는 판단하고 있다.
셋째, S사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19번째로 ‘유엔 글로벌컴팩트’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현지기업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조 결성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의 실효적인 승인을 지지

하고’ 있다. 노조는 CSR위원회의 멤버로서 이 컴팩트의 실시를 체크하고 있다. 현재까지 S사의
해외법인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별노조(손해보험노련): 지진보험 계약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일본의 산별노조 중에서 CSR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노조 중의 하나가 손해보
험노련이다. 손해보험노련은 2005년 8월, 노조 임원의 CSR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

이 CSR활동에 더욱 힘을 쏟도록 ‘노조 임원을 위한 CSR핸드북’을 작성했다. 이 핸드북에 의하
면, 손해보험노련은 CSR에의 대응이 노조가 추구하는 ‘창조성이 풍요로운 활동’의 실현에 연결

되고, 더 나아가서 ‘손해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동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의 노동조

건의 유지·향상에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다. CSR에 있어서의 노조의 역할로서는 기업이 중요
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종업원에게 책임을 수행하도록 제안하는 것, 또 노조 활동을 바
탕으로 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노사협의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손해보험노련이 CSR에의 대처를 강화하고 있었던 2005년 11월, 부수적인 보험금의 지급 누
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때문에 금융청으로부터 손해보험 회사 26개사가 업무개선 명령
을 받게 되었다. 그 중 2사는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도 받았다. 손해보험노련은 2006년 7

5) 육아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미만 자녀를 둔 종업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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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열린 보험회사 산업별 노사간담회에서 보험금의 지급 누설은 “결함상품을 고객에게 제공
하는 것이고, 산업·기업에 대한 사회·소비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티베이션(motivation), 프라이드, 모럴(morale), 충성심 등, 종업원의 마인드를 크게 손상시키
는 것에도 직결된다.”라고 지적하고, 기업에 대하여 품질관리 정비를 요구하는 동시에 손해보

험노련이 스스로 ‘직장 제1선을 기점으로 한 회사의 신경으로서의 역할 발휘’, ‘실효성 있는 품
질관리 확립에 주체적으로 관여’해 나갈 것을 밝혔다.
손해보험노련의 이러한 CSR에의 대처·대응이 본령을 발휘한 것이 이번의 동일본 대지진 재

해에 대한 대응이었다. 손해보험노련은 2011년 3월 11일 지진 발생 다음날 「동일본 대지진 재
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월16일부터 피해지역 노조원의 생사 확인과 함께 지원물자를 제공했
다. 그때, 손해보험회사의 고객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현지 노조간부 및 노조원에 대하여 인터뷰
를 실시했다. 그것을 근거로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망」을 정리하고, 업
계단체인 일본 손해보험협회나 금융청에 제출해서 검토를 요청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업계의 대처 자세로서 피해자에 대한 친절한 대응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최우선 과
제로 할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업계 공통의 업무 운영 체제를 구축할 것. 둘째, 신속한 보험
금 등 지급을 위한 자세의 정비로서 고객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조사·사정(서면조사)의 대상 사
안 확대, 공동 조사의 범위 확대, 고객의 긴급도에 따라 일부 손해보험금의 선지불 등. 셋째, 후
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서 종업원의 안전확보를 충분하게 고려한 업계 공
통의 안전기준의 책정. 넷째, 상담 창구의 주지 철저로서 피난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는 피해자
에 각종 매체 및 미디어를 활용해서 상담창구를 안내할 것, 그리고 다섯번째, 보험회사 대리점
에 대한 지원으로서 계약 해약 시 대리점은 보험회사에게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데 반환금의
일부를 대리점에 지원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업계 공통 기준을 검토할 것
을 요청했다.
이상의 요청 내용이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지진 발행 후 3개월간 약 1조 엔6)의 보험금
이 지급된 것, 보험 회사쪽에서 계약자에의 피해 상황이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연락한 것, 공

6) 손해보험 회사가 전국 보험자에게 1년에 지불하는 보험금의 1/4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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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담 창구의 설치, 지진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 등을 성과로서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기업 측도 스스로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손해보험노련은
성과의 확실성을 높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손해보험노련이 진행시켜 온 CSR에 대한 대처·대응
이 이번의 대지진 재해의 대응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속노협(=IMF-JC): 해외 현지기업의 노동분쟁의 예방과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금속노협은 2003년 조직 내의 주요 기업 노조에 대하여 CSR 추진상황에 관한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04년 「CSR 추진에 있어서의 노조의 역할에 관한 제언」
을 책정하였고, 다음해는 개정판을 냈다. 금속노협은 조직 내의 주요 기업이 해외 전개를 적
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해외 현지기업에 있어서의 노사관계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
한 대응을 일찍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금속노협의 산별노조/기업별노조가 해외
현지기업에 대해 CSR 지침에 중핵적 노동기준을 담도록 제의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이 최근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금속노협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 기업의 CSR 지침 등
에 중핵적 노동기준을 넣고 있는 비율은 ‘단결권의 보증·결사의 자유’ (2003년 8.3%→2006년
20.8%, 이하 같은), ‘강제노동의 미사용’ (2.1%→35.4%), ‘아동노동의 미사용’ (2.1%→37.5%),

‘차별의 철폐’ (43.8%→7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조직 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최근 현지 기업에서 노동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속노
협은 다음과 같이 분쟁의 예방이나 원만하고 조속한 분쟁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해외 노
사분쟁의 방지에 관한 노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핵적 노동기준의 준수 중요성을 참가자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2011년 8월까지 8회 개최하였다. 둘째, 국제노동 연수프로그램의 추진이다.
동(同) 프로그램은 매년 대상국을 바꾸면서 재외 일본대사관, 일본계 기업 상공회의소, 현지 각
노조와의 의견교환 등을 담은 것으로서, 국제노동운동의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일본계 각 회사
의 현지 노조와 일본의 해당 노조와의 관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5회 개최되었다.
셋째, 일본계 다국적 기업별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현지기업의 노조와 일본의 기업별노조 간의
개별 연결망 만들기나, 해외노조와 일본의 기업별노조가 한 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크 회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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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을 하고 있다. 일본의 노조가 해외 주재원 조합원의 노동 실태 파악 등으로 해외 현지를 방
문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현지의 노조 담당자를 만나고, 관계 결속에 노력하도록 제의하고 있다.
넷째, 이상의 대처를 통해서 노동분쟁의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 분쟁이 발생하면 원
만·조기해결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IMF(국제금속노련)의 조직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
쟁에 관한 정보를 재빠르게 입수하고, 관련 산업별노조·기업별노조 및 기업 측과의 협의를 거
듭해서 분쟁의 원만·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서 2009년 5월, 태국의 일본계 기업에
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둘러싼 분쟁(파업·대량해고)이 발생했지만, 금속노협의
활동으로 7월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금속노협은 해외 현지기업의 중핵적 노동기준의 존중, 노동분쟁의 예방과 원만하고
조속한 분쟁해결에 향한 대처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해 노동 CSR의 촉진을 제의하는 동시에,
스스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향후의 과제 : CSR 진전을 위한 USR의 확인

최근 기업의 CSR 의식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과 노조도 약 80% 이상이 ‘CSR이 기업경영과 동등의 무게가 있거나’, ‘CSR가 기업경영보

다 더 무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약 90%의 기업과 노조가 CSR의 추진에 있어 노조가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CSR에 참여하든지, 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업의 CSR 활동을 적절
히 감시해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CSR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의 과
제이기도 한다. 노조가 CSR의 추진에 있어 CSR을 기업만에 맡기거나 추종할 것이 아니라 노
조가 주체성을 갖고 CSR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노조가 CSR의 내용이나
의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스스로 CSR에 대한 인식이나 방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노
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의 확인이 요구된다. 우선, 노조는 헌법과 노
조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사회적 공기다라는 인식, 사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로
부터 영향 받는다는 사회와의 상호 영향성의 확인, 그 결과 노조가 해 나가야 할 기업, 노조원,
비노조원, 공익·국익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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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노조는 노조원의 워크라이프밸런스를 실현하는 것이 출생률 감소라고 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에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출생률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층의 워
크라이프밸런스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손해보험노련은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사업 및 상품이 처음부터 사회성과 공익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업계가 건
전한 발전이나 소비자에게 완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CSR과 함께 USR의 인식을 향상시키
고 있다. 또 금속노협도 기업에 관계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것이 CSR에 연결된
다고 보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여가기 위해서 CSR에 관여하고 있고, 그것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노조가 CSR의 추진에 있어 노조 스스로 보다 일하기 쉽고 살기 좋은 사회상을 그리면서 그
것의 실현을 향해서 요구되는 CSR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업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렝고총련의 조사에 의하면, CSR에 대한 인식에서는 노사의 사고방식에 큰 차이가 나

지 않았지만, 앞서 기술한 대로, ‘실질노동시간의 단축’과 ‘정사원과 단시간 근로자와의 균등처
우의 촉진’에서는 노조가 기업보다 약 20% 높게 CSR이다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노조가 이러
한 항목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의 격차를 노사협의회 등의 장에서 해소하고, 될 수 있는 한 노조
의 인식에 기업이 맞추도록 제의하여 그것의 실현에 매진하는 것, 또한 기업이 열심히 추진하
고 있지 않는 CSR 항목을 열심히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USR의 현실적인 대응책의 하나가
된다 (표 1 참조).
노조가 CSR의 추진에 즈음하여, 바람직한 사회상이나 노동의 룰 등을, 그리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USR이 무엇이고, 그러한 USR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CSR의 내용이나 추진의
본연의 자세를 확인해 가는 주체적인 대처를 진척시켜 가는 것이 큰 과제인데, 그것을 실현하
면 노조의 존재 의의가 한층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또 CSR 추진을 계기로, 노사관계의 질을 높
여가는 것도 목표로 해야 할 하나의 USR일 것이다.
이상, 최근 일본의 CSR과 CSR 진전을 위한 USR 인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도 CSR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노조 또한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유지·향
상시키는 데 CSR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CSR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무엇
을 해야 할지 다시금 USR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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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의 CSR에 대한 대응도 및 인식도와 노조의 기업의 CSR에 대한 평가, 노사협의회에서의 발언도 및
(단위: %)

CSR 인식도
기업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법령준수

1. 부
 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내통보 시스템의 구축
NA 1.6%
2. 법령준수를 위한 사원교육 NA 1.3%
3. 사내 법령 준수 체제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사외평가
NA 3.7%

CSR
이라고 인식

노사협의회
기업이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인식 발언함

CSR
이라고
인식

42.1

66.9

55.7

40.9

61.8

41.8

81.2

74.7

66.1

85.1

7.1

26.7

19.5

9.5

37.1

환경보전
사회에 대한 정보공개

1. 지구온난화 가스의 수치 목표에 근거한 삭감
NA 2.4%
2. 녹색조달·구입 NA 3.4%

40.7

72.5

57.3

26.3

70.8

39.4

61.6

50.2

14.2

54.5

3. 환경 부하가 적은 상품의 개발·제조 NA 4.8%

34.9

60.3

48.2

19.4

53.9

18.3

47.1

34.1

33.5

52.2

25.4

44.7

31.0

10.8

37.8

4.5

13.2

10.4

10.6

19.2

1. 기업의 법령 위반과 향후 대응책에 대한 정보공개
NA 4.0%
2. 「환경·사회보고서」 「지속가능한 사회보고서」의 공
개 NA 3.4%
3. 여성 관리직의 수·비율의 외부공개 NA 3.7%

노동의 질 개선

4. 장애자 고용률의 외부공개 NA 3.2%

13.0

31.0

25.6

18.8

36.6

5. 육아/개호지원책의 외부공개 NA 3.2%

10.8

24.6

27.8

31.0

36.9

6. 유급휴가 취득률의 외부공개 NA 3.7%

6.1

13.8

20.6

32.8

31.0

1. 여성관리직의 등용촉진 NA 3.7%

10.6

27.2

24.0

24.7

32.8

2. 육아/개호휴가의 취득촉진 NA 2.1%

25.1

49.5

54.1

71.9

64.9

3.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 NA 2.9%
4.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와의 균등처우의 촉진 NA
6.9%
5. 자회사·관련 회사나 서플라이 체인 기업의 ILO
「중핵적 노동기준」의 준수 (해외 포함) NA 7.7%
6. 사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와 개선 NA 2.1%

27.0

42.3

52.5

81.9

66.8

5.3

19.8

14.5

28.1

36.6

5.8

23.5

14.3

13.6

26.3

46.6

61.9

74.9

85.3

77.6

7. 장애자 고용의 충실 NA 2.1%

25.4

57.4

38.5

26.7

53.8

8. 65세까지의 고용연장 NA 2.1%

40.7

66.1

74.7

86.4

78.5

기타

1. 주주자본이익률(ROE)의 향상 NA 5.8%

34.1

40.2

45.9

19.4

30.1

2. 대규모 재해·질병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NA 3.4%

14.8

50.0

35.1

34.8

51.4

3. 사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확충 NA 2.9%

11.9

43.7

27.6

41.4

55.4

4. 지역청소·녹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NA 2.9%

26.5

58.2

47.1

38.0

62.4

자료：이나가미 타케시/렝고총련 편(2007), 『노동CSR』, NTT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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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웨트샵
고발보고서의 비판적 고찰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⑦ - 중국

정선욱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 박사과정 (노사관계))

지금까지 몇 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중국의 각종 작업장의 노동관행 현황을 일반에게 알려 왔
다. 여러 가지 중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모를 갖춘 조사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ILO 등의 국
제기구의 보고서, 둘째는 중국 노동당국이나 총공회(중국식 노동조합) 의 보고서, 셋째는 다국
적기업의 주도로 매년 발간하는 사회적책임(CSR) 보고서 내의 중국 협력업체 작업장 노동관
행에 대한 보고서, 넷째는 해외와 국내 비정부단체(NGO)의 고발보고서다. 이 글에서는 이 중
네 번째 부분, 즉 비정부기구(NGO)의 고발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제조
업 중 전자산업에 대한 고발보고서에 집중하기로 한다.

█

전자업계 작업장 고발보고서

지난 몇 년 새 중국 전자산업에 대한 NGO 고발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요 이유로는, 첫째, 전 세계 전자제품의 절반 이상(전자제품에 대한 정의와
개별 제품군마다 차이가 있음)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관계로 자연스레 중국 전자업계 노
동관행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둘째, 최근의 주요 이슈들(가령, 애플의 주요 협력업체인 폭스
콘의 노동자 연쇄자살사건, 윈텍 노동자들의 노말헥산중독사건, 심천 및 쿤산 등지 전자업체
노동자들의 파업 등)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중국 내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큰 주
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EU, 각종 국제기금 혹은 국제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NGO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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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해 왔고, 대표적인 단체로는 홍콩의 SACOM (Students and Scholars
Against Corporate Misbehavior), 네덜란드의 SOMO(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미국의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등을 꼽을 수 있다.1) 이 단체들의 보고
서들은 다국적 전자기업들을 압박하여 중국에 산재한 협력업체의 노동관행을 개선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2) 특히, SACOM의 경우 애플을 타깃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애플 전자제품의 주요 생산업체인 폭스콘의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1년 7월 발표된 중국노동감시단체의 136쪽 보고서인 <국제화의 비극: 전

자업체 작업장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 10대 글로벌 전자기업의 중국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Tragedies of Globalization: The Truth Behind Electronics Sweatshops)>를 비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이기로 한다.

█

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10대 글로벌 전자기업의 중국 내 주요 협력업체 공장 열 곳(모두 광동 및 강소성
소재)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0개월간 408명의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작성한 보고서다. 각 공장마다 대략 30~50명의 노동자를 인터뷰했으며 세 곳의 공장은 조사자
가 일정 기간 현장노동자로 취업해 내부 작업장 상황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

1) 중국 국내의 비정부단체 구성원 주도로 만들어진 보고서로는 2010년 10월 발표된 <폭스콘 조사보고
서>가 있다. 20개 대학(본토 13개 대학, 홍콩 2개 대학, 대만 5개 대학) 60여 명의 교수, 학생 연구원들
이 2010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에 걸쳐 9개 지역 12개 폭스콘 공장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1,736개의 유효설문지와 300건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졌고,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다.
2) 이들 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makeitfair.org, http://sacom.hk, http://
www.chinalaborwat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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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10곳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DELL, IBM, Ericsson, Philips, Microsoft, Apple,
HP, Nokia 등 10개의 글로벌 회사에 직접 완제품이나 중간 완제품으로 납품되고 있는 이 회사
들의 핵심 협력사들이다. 이 공장들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회사로서 Tyco, MSI, Hong
Kai, Catcher, Compal, Quanta, Flextronics, Foxconn, United Win이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공장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노동관행을 요약하였다. 공통적으로 거론
되는 사항은, 잔업시간 위반, 중개회사 수수료, 연령차별, 작업장 안전, 노동계약 문제, 노동강
도등이다. 첫째, 잔업시간은 36시간부터 160시간까지 공장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 노동
법상 매달 36시간 초과잔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10개 공장 중 9개의 공장이 노동법을 위반하
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둘째, 10개 공장 모두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legal minimum wage)은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임금 (living wage)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저임금
이 턱없이 낮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하므로 실제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많은 기업에서 취업시 중개회사를 거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노동
자들이 중개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셋째, 이 보
고서는 10개 공장 모두 노동강도가 극도로 높아서 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넷째, 보고서는 10개 공장 모두 노동계약 체결시 신의성
실원칙하에 노동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한 부는 노동자
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전자
업체 특성상 여성을 특히 선호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16~24세만 지원받는다고 적거나 비명
시적으로 이 연령 밖의 지원자는 자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각
의 기업들에게 보이는 위법 사항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미성년(16~18세) 노동자들의 작
업장 위험 노출 및 과다잔업, 성수기 때 퇴직 신청시 고의로 지연, 고위험직군 종사자 퇴직시 건
강검사 미실시, 다국적기업에서 검사(auditing) 방문했을 때 대화금지, 노동자들이 공장 내 공회
활동 유무에 대해 무지(그만큼 공회활동이 없다는 뜻), 기숙사 및 식당시설 및 위생 엉망, 입사
신체검사비용 본인 부담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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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비판적 고찰

지난 10년간 국내외 민간단체의 노동관행 고발보고서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글로벌 전자
기업의 중국 하청업체가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 가령, 아동공(兒童工)을 고용해 강제노동을 시
키고, 중국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잔업(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
용은 전 세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었다. 그런 만큼 보고서의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지난 10
년 사이 글로벌 전자기업들은 적어도 1차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관리감
독을 실시하며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 중국 내 핵심 협력업체들의 노동관행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선택된 10개의 공장 규모가(1,000~64,000인) 말해
주듯이 최소한의 인사노무관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 만큼 공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보고서 작성 단체 입장에서 보면, 주목성이 큰 이슈의 상당 부분이 지난 10년 사이에 개선되
어 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기간에 제한된 조사 인력으로 노동관행 실태를 파헤치는 것이 쉽
지 않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 방식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조사방식
이다. 이번 보고서는 10개 공장 각각에 대해 단기간에 공장 주변에서 30~40인의 인터뷰를 통
해 작성되었다. 조사자가 공장 생산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장의 다양
한 직군 및 생산시스템에 대해 공장 생산노동자의 0.1% 정도의 인터뷰로는 예전의 이슈들 (즉,
근로계약서 존재 유무)처럼 쉽게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좀 더 내면의 이슈
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취합될 가능성
이 높아서 향후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보고서 작성에 담긴 노력들이 몇가지 팩트 부정확
으로 인해 단번에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조사 구성원의 문제다. 중국의 노동 현실상
총공회를 벗어난 노동운동가의 존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 내부의 노동관행 실태에 대한 공
장 내부의 조직된 노동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NGO 보고서는 소수
의 NGO 실무간사 주도하에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단기간 조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외지인이 다수인 조사 현실상 각 지역의 노동정책이 상이한 상
태에서 외부인이 단기간 상주하면서 맥락화된 이해를 갖기는 쉽지 않다. 중국은 지역마다 노
동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 이 보고서의 대상 공장들은 강소성과 광동성 두 곳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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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우선 강소성과 광동성 간에 큰 차이가 있고, 성 내부에서도 개발구마다 큰 차이를 보
인다. 가령, 전반적으로 대부분 지역의 노동당국은 ① 잔업이 노동자 동의하에 이뤄지고 ② 잔
업비 계산기수가 적법하며 ③ 잔업비 수당(주중 잔업 150%, 주말 잔업 200%, 국가지정공유일
300%)이 법대로 지불되면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각 공장들은 지역 노동당국에 신청
하여 생산건수형 잔업으로 바꿀 수 있으며, 특별한 성수기에는 미리 통보하고 허락을 얻어서
잔업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
조사의 세 번째 어려움은 전자산업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자제품은 수많은 부품으
로 이뤄지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를 넘어서면 중국 내 하청업체의 노동관행 이슈를 글로벌 전
자기업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게 된다. 가령, 폭스콘처럼 애플사의 제품을 완제품 조립하
는 경우 폭스콘의 노동 문제에 대해 애플사에 책임을 완수하라고 요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폭스콘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2차, 3차, 4차 협력업체들의 노동 이슈에 대해 애플사의 책
임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고서 역시 글로벌 브랜드들의 주요 1차 협력업
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문제는 1차 주요 협력사들은 규모가 크고 가시성이 높은데
다가 폭스콘 등의 사태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높거나 주목을 받
을 이슈들은 자체적으로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어려움은 이번 보고서에도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잔업시간
기준을 들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노동법을 근거로 월 잔업시간 36시간을 일률적으로 적
용하며 1개 공장 이외의 9개 공장에서 중국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전자기업의 내부 기준도 60시간이고 중국 각 지역정부는 대개
80시간 미만이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즉, 명목상으로는 월 잔업시간 제한이 36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제조 생산시스템상 36시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서술했듯이, 지역정부에 생산건수형 잔업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성수기 사전 신고를 통한 잔업은 엄연히 합법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보
고서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준법(legal)과 사회적 책임경영
혹은 광의의 의미의 윤리경영(ethical)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에둘러 고발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불법 영역은 단순한 고발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 책임 부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단순한 구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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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실질임금 지급은 아직 중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제
조공장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기본임금 및 기수로 산정하여
잔업비를 산정한다. 따라서 기본임금 기수를 실질임금으로 올릴 경우 현재 받는 총액의 두 배
가량이 된다. 파장이 큰 이러한 이슈는 개별 공장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글로벌 전
자기업의 구매가격정책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에 따른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 아닐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향후 중국 전자업계 작업장 노동관행에 대한 보고서는 선택과 집
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 인력, 시간으로 여러 공장의 여러 이슈들을 피상적으로 접근
하기보다는 소수의 작업장, 소수의 이슈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령, 홍콩의 SACOM처
럼 폭스콘 작업장 노동관행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슈
면에서도 모든 노동관행을 기술하는 것보다도 노동자 5대 의무보험 이슈, 작업장 안전 이슈등
몇 가지에 집중해서 조사한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체계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중복 조사에 낭비하지 않도록 NGO간의 공동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중국 정부의 장단기 집중 정책과제 등을 고려해 정책보고서 형식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책결정 및 집행자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보고서가 좀 더 의미 있
게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발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 노동법 집행 과정은, 지역 노동국의 사전 감찰은 거의 전무하지만 접수된
안건이나 지역 언론, 지역 단체가 제기한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
다. 또한 국내 전자기업의 중국 사업장은 글로벌 전자기업의 1,2차 주요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언제든지 중국의 국내외 NGO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고서 고발 내용이 사실
이 아니고 부풀려지고 왜곡되었더라도 일단 고발보고서가 발표되면 지역 노동당국을 비롯한
일련의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작업장 노동관행의 위법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조
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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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경영진 보상 패키지의 변화
경영진의 과대한 보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

톡옵션, 제한부(일정한 조건을 붙여 회사의 직원에

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커

게 보수로써 지급하는 미등록 주식) 주식으로 구성

지고 있다. 경기 불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지

되는데 성과급의 비율은 높아지고, 스톡옵션의 비율

금, 최고경영자의 보상은 성과의 증가에 따라 함께

은 감소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의 유동성은 보상의 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보

동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유동적인 성과급에

상 프로그램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인사관리자들에게 또 다른 문제

확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를 야기하고 있는데, 즉 어떻게 보상 프로그램의 목

있다. 즉 보상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경영진이 느

표를 전달하고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해 인사 담당자

끼는 보상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

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을 가지고 보상 패키지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명확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장기보상 패키지 구성의 변화
다. 헤이 그룹(Hay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은 스톡옵션보다는 성과에 따른 보상의 활용을 늘리

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
 uman Resource Executive, 2011년 7월 28
일, ‘Questioning Pay-for-Performance’

고 있는 추세다. 보통 장기보상 패키지는 성과급, 스

미국 : 뱅크오브아메리카,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
사면초가에 몰린 거대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라 앞으로 3,500개 이상의 일자리 감축을 계획하고

(Bank of America)는 주주들의 불만이 깊어짐에 따

있다. 1월 이후로 주식 가격이 50% 이상 폭락한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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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오브아메리카로서는 대규모의 정리해고는 기업

오브아메리카는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다. 뱅크오브

재건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뱅크오브아메리

아메리카는 또한 최근 모기지 담보증권 판매와 관련

카 의 최고경영자는 4분기 비용을 15억 달러(한화

해 연이은 소송에 휩싸였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

약 1조 8,000억 원)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자본 조달을 위해 신규 주

약 2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뱅크오브아메

식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 대신 수십억 달러를 벌기

리카는 이미 상반기에 2,500명을 해고했다.

위해 캐나다 신용카드 비지니스에서부터 부동산까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지고
주택압류가 증가하면서 특히 타격을 입었다. 2008
년 서브프라임 대출기관 Countrywide Financial을
합병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으며, 이로 인해 뱅크

지 시장에 내놓고 있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1년 8월 19일자,

‘Bank of America Plans Big Layoffs to Cut

Costs’

미국 : 노동안전위생국 내부고발자에게 보상 명령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안전위생국은 벌링턴 북

하지만 철도 회사는 노동안전위생국이 제출한 중

부 산타페 철도 회사(Burlington Northern Santa Fe

요한 정보 중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Railway Co.)에게 회사가 징계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서한을 다시 노동안전위생국에 발송했다. 이 서한의

30만 달러(한화 약 3억 3,815만 원)를 보상하도록 명

중요 내용은 철도 회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

령했다. 30만 달러는 내부고발자의 임금, 변호사 비

의 정직이나 징계할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고

용과 더불어 처벌과 관련된 보상을 포함한 금액이다.

로 인한 이직도 금지되어 있으며, 임직원 평가 절차

노동안전위생국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2008년 11

는 사고로 인한 어떤 부분도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월에 업무 관련 산재 사고를 회사에 보고한 후, 회사

있다는 것이다. 철도 회사는 이번 징계의 사유는 사

로부터 30일간의 무급 정직을 받았고 이 징계에 대

고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조사에 협조하

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안전위생국은

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벌링턴 북부 산타페 철

•출처: human resource management online, 2011

도 회사가 내부고발자의 보호 조항을 위배했다는 근
거를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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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대졸자 초봉 하락
진보적 연구 센터인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10년간 노동자

노동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

의 임금 사정은 극소수의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악화

년대에 대졸자의 초봉은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

되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은 이러한 시장

후에는 다시 낮아졌다. 대졸자 남성의 2000년 시간

상황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2014

당 임금은 22.75달러(한화 약 27,300원)였으나 2010

년 이후까지 실업률이 8%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년의 시간당 임금은 21.77달러(한화 약 26,100원)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졸자들이 실질적 임금 상승을 보

4.5% 감소했다. 대졸자 여성의 2000년 시간당 임금

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

은 19.38달러(한화 약 23,300원)였고 2010년 시간당

인다.

임금은 18.43달러(한화 약 22,100원)였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1년 8월 31일자,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는

‘For Graduates, a Shrinking Payoff’

데 시간당 임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

_115

유럽

독일 : 저숙련 취약노동자들, 지난 20년간 실질임금 저하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독일에서 저숙련자와 고숙련자의 임금격차가 점

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숙련 노
동자들은 지난 1990년 이래로 실질임금의 저하를

경험해 왔고, 그 경향은 2005년부터 더욱 심각해졌
다.” 독일의 노동정책 정부싱크탱크인 IAB(Institut

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저숙련 노동자들은 1990년 이
래로 실질임금의 감소를 감수해야 했고, 그것은

2005년부터 더욱 심화되었다. “2008년까지 그들의
실질임금은 다시금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의 소장인 요

다.”라고 묄러 소장은 결론지었다. 다양한 저숙련 직

아힘 묄러(Joachim Möller)는 이 기관이 발행하는 매

업훈련 부문에서 평균적인 소득 수입자는 그로 인해

체인 IAB-FORUM의 최근호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
렸다.
이 연구에서 묄러 소장은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는 40세 남성들의 임금차이를 분석했다. 그

“지난 25년 동안 사회적인 부의 증대의 혜택을 누리

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임금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는 무엇보다 최하위 교육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의 실
질임금의 저하가 가장 크다.

결과 1984년의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정규 직업훈련을

평균적으로 저숙련 미훈련 수행자들에 비해 19%

받은 사람들의 실질임금의 인상은 약 7%에 이르렀

가량 더 높은 소득을 올렸던 것에 비해, 2008년이 되

고, 전문대 졸업자들이나 기능직 마이스터들의 경우

면서 그 격차는 27%로 벌어졌다. 당연히 정규 대졸

는 17~18%에, 그리고 대졸자의 경우 인상 수준은

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심했는데, 1990년대 초 40세

22%에 달했다. 즉, 직업훈련과정만 이수한 사람들

노동인력 중에 대졸자들은 저숙련자에 비해 2.1배

도 2003년 이래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마찬가지

높은 임금을 받았고, 2008년에 그 격차는 2.6배로

로 상대적인 저하를 감내해 왔다.

늘어났다.

묄러 소장은 더욱 심각해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실질임금에 대한 데이터들, 즉

노동시장에서 대졸자들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든다.

세전임금의 증가 양상이다. 통일의 시점까지 독일에

이는 기업들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들이

서 실질임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그 가운데에서

요구사항이 많은 복잡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뚜렷하게 증가세

인력을 더욱 더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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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묄러 소장은 노동세계의 세계화를 지적

금불평등의 심화가 가장 뚜렷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한다. 단순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노동인력들의 잠

간주된다.”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재력은 개발도상국을 통하여 엄청나게 증대했고, 이

•출처: 1. IAB Presseinformation, 2011년 8월 1

들은 값싼 노동력의 상비군들로 국제적으로 활동하

일자, ‘IAB-Chef Möller: Seit 20 Jahren

는 기업들에 의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Reallohnverluste bei den Geringqualifizierten’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의 일반적인 업무에 의존

	2. Sueddeutsche Zeitung, 2011년 8월 2일

하는 생산은 고임금 국가들에게는 ‘잃어버린 우편

물’이 되었다. “독일은 오늘날 OECD 국가 가운데 임

자, ‘Abgehängt: Seit 1990 schwindet die
Kaufkraft der Geringqualifizierten’

독일 : 공항 관제탑 직원 파업 위기, 중재로 극적 모면
휴가철 한가운데 불거졌던 독일의 공항 관제탑 직

는 즉시 요구안 리스트를 수정하면서 파업을 재신청

원들의 노사분규가 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일단 위

했다. 그 결과 법원은 9일 오전으로 계획된 관제탑

기를 모면했다. 지난 8월 9일 오전, 계획된 파업은

직원들의 파업을 직전 날 밤 승인하게 되었다.

사용자 측인 독일항공안전(Deutsche Flugsicherung:

법원은 사용자 측이 요청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DFS)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하여, 일단 4주간의

을 제지하는 직권조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노

의무산업평화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서 발생하지 않

동조합(GdF)이 교섭 과정에서 제기한 요구들이 최

게 되었다.

종적으로 법률적인 하자가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

지난 7월 말, 노사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프랑

측의 의견이었다.

크푸르트에 위치한 헤센주 노동법원은 마지막 호소

노조는 조합원들이 9일 오전 6시간 동안 파업을

를 통해 관제탑 직원들과 독일항공안전 양측으로 하

단행하도록 결정했고, 이는 그 시간 동안 독일 전체

여금 상호 양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관제탑 직원

의 항공 운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임금

들은 파업을 취하하고, 항공안전 측은 중재를 요청

인상과 함께 노조는 항공안전에 고용된 5,000명 이

하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단 양측 모

상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일자리의 충원 및 노

두로부터 거절당했었다.

동조건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

노동법원은 예상된 파업 1주일 전에 노동조합이
제시한 일정한 요구사항들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
했고 노조의 파업 계획을 취소시켰으나, 이에 노조

구했다. 그 일자리 가운데 약 1,900개 가량이 바로
관제탑 직원들이다.
결국 사용자 측은 노동법정에서 자신들의 패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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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책으로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 후 4

우에 1일 평균 60만 명의 여객기 승객들이 독일 내

주간의 냉각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조업중단이 일어

공항으로 몰려들었음을 지적한다.

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8일 하루 종일 지속되었던

중재자로는 이미 사용자 측의 추천을 받은 뮌헨의

일촉즉발의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법학자 폴커 리블레(Volker Rieble)가 확정 되어

여름 휴가철 성수기 휴가객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

있다. 그는 향후 약 2주 내로 중재를 위한 구체적인

게 되었다.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독일 여행자협회(DRV)는 휴가 시즌 한가운데에

•출처: Sueddeutsche Zeitung, 2011년 8월 8일자,

‘Arbeitgeber rufen Schlichtung an Fluglotsen

벌이는 파업에 수십만 명의 여행객들이 피해를 볼

streiken doch nicht’

수 있었다고 관측한다. 이 협회는 2010년 8월의 경

독일 : 유럽 청년층의 불투명한 일자리 전망
2011년 7월 유럽 전체적으로 15~24세 연령대의

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럽 전반적으로 청

청년층 실업자 수는 약 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에 따라 유럽연합(EU)의 15~24세 연령대에 속한 평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반면에 유럽연합 국가 중에

균 청년실업률은 20.5%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률

서 15~24세 연령대의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들로

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 45.7%로 청년층 2명

는 네덜란드(7.1%), 오스트리아(8.2%)다.

중 1명이 실업상태이다. 그 다음은 그리스로 금년 3

독일의 15~24세 연령대 청년층의 2011년 6월

월달 청년실업률이 38.5%에 달하였다. 아일랜드와

실업률은 9.1%로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 세번째

포르투갈의 경우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은 크게

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일 고용연구소(IAB)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약 27%의 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실업자 수는 약 293만

년층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다. 또한 영국의 청년실

9,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 2/4분기에 기업

업률은 유럽연합 평균치에 가까운 19.6%로 경제위

의 일자리 제안건수는 약 100만여 개로 일자리 공급

기 이전보다 단지 6% 정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최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독일 내

근에 발생한 영국 내 청년층의 폭동을 촉발시킨 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 그리스, 라트

이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던 2009년 7월 독

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경제위기

일의 청년실업률은 11.5%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

이전 수준보다 약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전혀 회복

다. 그 이후부터 독일의 청년실업자 수는 거의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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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유럽연합 국가들과는 달리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

전체적인 비교에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수준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 독

` 국민 전체의 실업률보다 높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일의 청년실업률은 10.7%였으며, 유럽 전체 국가들

청년층들이 기간제 일자리와 같은 소위 비전형 근로

중 8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보였었다.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음을

경제위기 이후부터 독일 내 청년층의 직업교육 실

지적하고 있다.

습자리가 상당히 감소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

•출처: 1. 슈피겔, 2011년 8월 11일자, ‘Hohe

재 청년실업률의 감소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Arbeitslosigkeit: Europas Jugend ohne
Zukunft’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2011년 7
월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15~74세 연령대의 실

	2. Manager-Magazin, 2011년 8월 11일자,

‘Jugendarbeitslosigkeit: Deutschland auf

업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drittem Platz in Europa’

즉 독일의 청년층이 직면한 노동시장 상황이 유럽

독일 : 노년층의 저임금고용 실시 비율 증가
독일 좌파당(Die Linke)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

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

의 노인들이 자신의 연금 이외에 국가 차원의 기초

각한 결과는 잘못된 노동시장 및 국민연금 정책에서

생계보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으면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노년

동시에 기초생계보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2003

층의 생계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년 이후부터 약 11만 3,000건(71.7%)이 증가하였다

하며,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저임금고용

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좌파당에서는 국민연금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을 실시하는 노년층의

축소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연금-67 제도

수는 2000년에 약 41만 7,000명에서 2010년에 66

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 1,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노년층의 미니고용자

한편 연방노동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에

(Minijob) 비율은 3.0%에서 3.9%로 증가하였다고

서 저임금 미니고용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하였다. 특히 좌파당의 국민연금 전문가인 비르크

저임금고용에 관한 법이 최초로 시행된 2004년 말

발트(Birkwald) 의원은 자르브뤼커 짜이퉁과의 인터

경에 약 58만 4,000명에서 2010년에 66만 1,000명

뷰에서 “정년 후 휴식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며, 죽을

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노년층의 저임금고용

때까지 일해야만 하는 것이 요즘 정년퇴직한 노년층

비율은 0.1%가 증가한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_119

따라서 좌파당 비르크발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노

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계보장 수급자의 수

년층의 저임금고용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생계안정

반박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을 위해 일하는 노인들보다는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노년층 저임금고용 실시 비율이 3.0%에서 3.9%로

하는 노인들이 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0.9%p의 증가는 그리 큰 수

하였다.

치는 아니며, 이러한 수치가 65세 이상 노년층이 빈

•출처: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11

곤에 처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5세 이상 연령층에
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약 40만 명
으로 거의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

년 8월 22일, ‘Arbeiten im Alter: Mehr
Senioren geringfügig beschäftigt’

2. N
 24.de, 2011년 8월 22일, Rund 660.000
Senioren arbeiten zusätzlich zur Rente

으며, 인구변동 과정에서 노년층 인구의 증가가 두

스웨덴 : 청년실업 감소 추세
2011년 7월 말 현재 36만 5,000명의 스웨덴 노

과 관련한 훈련을 받고 있다. 2010년 여름과 비교할

동자가 실업상태이거나 또는 정부보조금을 받아

때 상당히 적은 수의 노동자가 국영직업알선소에 구

가며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

직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새롭게 등록하

체 노동력의 7.2% 규모인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는 청년 노동자들의 수가 많이 감소했다. 5월부터 7

8.1%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 노동시장

월까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약 7,000명이나 적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줄고 있는 대신에 고용주가 정

은 수의 청년노동자들이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하

부보조금을 받으며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였다. 청년 노동자들이 정부의 청년 노동자들을 위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인광고 등록 숫자는

한 ‘특별노동정책(ungdomsgaratin: 청년실업자들에

36,000건인데, 이는 작년 7월과 비교할 때 6,000건

게 구직 3개월 안에 일자리 또는 교육의 기회 제공)’

이 높은 수치다. 구인 규모가 큰 분야는 교육 분야

에 의해 구직을 하는 비율도 상당이 낮아졌다. 국영

로 특히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

직업알선소 측은 이런 결과는 현재 구인 광고가 많

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및 기업서비스 분야에서

이 나와 있으며, 1990년 초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도 구인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청년 노동자들이 점차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

7월 중에 약 33,000명의 노동자가 구직 또는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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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애인들의 구직 성공률도 상승하고 있다. 전
체 33,000명의 기능장애인들 가운데 약 4,000명이

성공하였다.
•출처: AMS, 2011년 8월 16일자, Pressmeddelande,

구직에 성공하였다. 연초부터의 실적을 감안할 때

‘Arbetsmarknadsläget i juli 2011 “Ungdo

약 7,000명 정도의 기능장애인들이 구직에 성공하

msarbetslösheten minskar”’

였다. 7월 중에도 많은 수의 기능장애인들이 구직에

영국 : 연령차별 시정신청 건수 꾸준히 증가
고용심판위원회(employment tribunals)에 제기
되는 연령차별 시정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서비스청(Tribunals Service)

각 줄어들었다.
전년도에 1,000건이 제기되어 증가 추세를 보

였던 ‘종교 및 신념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 건수

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이유로 한 시

(religion or belief discrimination claims)’는 880건으

정신청 건수는 2008~2009년도(2008년 4월 1일

로 다소 감소하였다.

부터 2009년 3월 31일)에는 3,800건이었으나,

고용심판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발생하

2009~2010년도에는 5,200건으로 증가하였고(증가

는 노동법상의 권리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율 36.8%), 2010~2011년도에도 6,800건으로 계속

사법기관이며, 이외에도 영국의 심판서비스청에는

증가하였다(증가율 30.8%).

이민 및 망명신청 사건, 사회보장급여 관련 사건, 환

반면, 2010~2011년도에 고용심판위원회에 제
기된 전체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8% 감소한 21만
8,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 건수의 감

경분쟁, 소비자 권리분쟁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심
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1. Personnel Today, 2011년 7월 1일자, ‘Age

소는 고용심판위원회에 제기되는 다음 중요 사건의

discrimination claims up by one-third’

감소에 기인하는데,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건수

2. Ministry of Justice and HM Courts

는 57,400건에서 47,900건으로, 계약위반(breach of

and Tribunal Systems (2011), ‘Annual

contract) 건수는 42,400건에서 34,600건으로, 동등

Tribunals Statistics, 2010-11: 1 April

임금(equal pay) 건수는 37,400은 34,600건으로 각

2010 to 31 M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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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 수 최고치 기록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시간제 일자리를

라고 논평하였다.

택한 사람들의 숫자가 125만 명이라는 사상 최고치

고용연구소(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의

를 기록하였다. 영국 통계청의 최근 노동시장 자료

닐 미이거(Nigel Meager)는 이번 실업률 수치는 노

에 따르면,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시간제

동수요에서의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최근

나 자영업으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2011년 3월부터

의 고용과 경제 관련 데이터들은 당혹스러운 결과

5월 사이의 3개월 만에 8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

를 내놓는데, 특히 고용 관련 긍정적인 지표들이 낮

타났다. 이 기간 동안 실업자 수는 26,000명이 감소

은 GDP 성장률과 어떻게 연결돼서 설명될 수 있는

하여 245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16세 이상 24세 미

지 등의 의문을 낳는다. 이에 대해 GDP 수치가 잘못

만의 비경제활동인구가 42,000명 감소했기 때문이

됐다는 견해도 있고,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노동

라고 한다. 그러나 16세 이상 64세 미만의 비경제활

시장 내의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견해

동인구의 수는 32,000명이 증가하여 930만 명에 달

도 있다. 특히 고용률이 증가함에도 경제활동 시간

하였다. 이는 학생 수가 41,000명까지 증가했기 때

(total number of hours worked in the economy)이 실

문이다.

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전일

구직수당 신청자는 24,500명이 증가하였고, 여

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지

성 신청자의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1996년

난 분기에 구인시장의 규모가 감소하고 정리해고 규

의 49만 3,900명을 넘어섰다. 영국 상공회의소의 수

모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의 건전성이

석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케른(David Kern)은 “이러한
수치는 실업률의 감소, 특히 청년실업률의 감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비경제활동
인구의 수가 증가했고,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회복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논평하였다.
•출처: Personnel Today, 2011년 7월 13일자,

‘Highest ever number of workers forced to
take up part-time roles’

영국 : 국가연금 개혁 동향
지난 4월 영국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연금 개혁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

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대체로 지지의견이 많은

부문, 소득비례연금부문, 그리고 자발적인 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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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3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제1층 기초

라고 기대했다. 전국연금펀드협회 사무국장 Joanne

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에 비례하여 사회

Segars는 보다 단순하고 관대한 국가연금제도를 도

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히 현재 자산조

Pension: BSP)과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기준소득까

사를 거쳐 연금크레딧을 수급해야 하는 저소득층에

지의 차액을 지급하는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단일 국가연

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 소득비례연금은 장애, 질

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병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기업연금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면서 앞으로 사용

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자, 연금관리 주체와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청된다고

Pension: S2P)과 기업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려했다.

이와 같은 현행 연금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참고: 1. Chamberlain, L. (2011), Consultation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부는 연금제도를 단순화하

finds broad support for pension reform. In:

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방안은 2020

Personnel Today. 28 July 2011, 16:08

년까지 단일연금요율제도로 바꿀 예정인 S2P 제도

`

2.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개선을 좀 더 앞당기는 것이다. 둘째 방안은 BSP와

(2011a), A state pension for the 21st

S2P를 단일한 연금제도로 통합하고 주 140파운드

century. London, Department for Work

(한화 약 25만 원)의 연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

and Pensions

제도에 따르면 연금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는 연금수

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급권자의 수가 2050년에는 200만 명까지 늘어나는

(2011b), A state pension for the 21st

데, 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이 수가 대폭 줄어들 수

century: A summary of responses to the

있다는 것이다.

public consultation. London, Department

최근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for Work and Pensions

Pensions)가 접수한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한

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바에 따르면, 의견을 개진한 단체의 3분의 2가 단일

(2011c), Broad support for state pension

제도로의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ve

reform - consultation response. DWP

Webb 고용연금부 차관은 연금제도 개혁안이 시행

Press Release, 27 July 2011. London,

될 경우 “국가로부터 얼마를 수급할 수 있는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

망하면서 이를 통해 “퇴직을 위해서 얼마나 저축해

야 하는지 보다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5. Wolfenden, W. (2011), How could
changes to the state pension affect you?
In: BBC News, on 13 April 2011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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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항소법원 판사, 고용심판제도에 대한 옹호 입장 밝혀
항소법원 판사가 노동관련 사건 판결에서 고용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구성하고 분석하느라 사람

판소 제도(employment tribunal system)를 옹호하는

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언급을 하였다. 고용심판소 소장이기도 했던 머머리

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양방이 모두 승소

(Mummery) 판사는, 고용심판소가 너무 많은 시간과

를 자신하는 사건일수록 고용심판소에서 더욱 공정

비용을 썼다고 비판받았던 사건을 기각하면서, 고용

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 이로 인해 시간, 정성, 인내

심판소의 운영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판결을 통해

심, 전문 지식이 더 많이 쓰이게 마련이다.”라고 하

밝혔다.

였다.

엘지 가일(Elsie Gayle)은 노동조합 참여를 이유로

XpertHR의 노동법 편집자인 존 리드(John Read)

불이익을 입었다고 고용심판소에 구제신청을 했으

는 머머리 판사의 위와 같은 언급은 법원 판결에서

나 기각당하자 항소를 하였다. 구제신청 사안 중 한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보통 판사들은 법적인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당한 이 사건을 처리하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서 고용심판소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데 머머리 판사는 가일 사건을 통해서 고용심판제

받았다. 머머리 판사는 이 사건의 처리에 걸린 시간

도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쓰인다는 비판에 대

이 길어진 것에 대해, 이는 고용심판소에서 일상적

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라고 논평하였다. 현재 영국의 고용심판제도는 보수

머머리 판사는 “가일 씨의 소송은 3심까지 올라왔

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대부

당·자유당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턱을 높여 예
산을 줄이라는 압력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분의 노동분쟁은 조정이나 중재를 거쳐서 해결되기

•출처: P
 ersonnel Today, 2011년 8월 1일자, ‘Court

때문에 3심까지 가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

of Appeal defends employment tribunal

라도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된다. 또한 고용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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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파견근로 시행령의 불명확한 내용 개정
영국 정부는 파견근로 관련 시행령의 오류를 바로

향으로 개정되었다.

잡기 위한 개정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하였다. 2011

이전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와

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12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 파견되지 못한

이상 근속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임금, 휴가 등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는다면 동등대우 조항을

근로조건에서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동등대우 조항의

만 아니라 직원 식당, 직장보육시설 같은 사내 공용

예외 사유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첫 번째 파견 업무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근무 시작과 함께 동등대

를 마친 후에야 휴지기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

우를 받아야 한다.

생한다는 점을 이번 개정에서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 시행령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개념 정의, 동등대

동등대우 조항 위반에 대한 항변 사유와 관련하여,

우 조항의 예외 사유(swedish derogation) 그리고 동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파견업

등대우 위반에 대한 항변 사유 규정과 관련해서 오

체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어떤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시행령의 파견

지가 이전에 비해 더 분명해지도록 규정하였다.

근로자 개념 정의는 파견근로가 사용사업주가 아닌

•출처: Personnel Today, 2011년 8월 12일자,

파견업체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혼란을 줄 여지가
있었다. 새로운 시행령은 이러한 혼란을 없애는 방

‘Amendments made to Agency Workers
Regulations’

영국 : 파업 요건 강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검토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6월 진행
된 다수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과 앞으로 벌어질 것

지(minimum service guarantees)’ 방안 도입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으로 예상되는 많은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 주

현재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파업 또는 다른 형태

요 사용자 단체인 CBI가 쟁의행위에 대한 좀 더 엄

의 쟁의행위를 조직하기 위해 노조들은 조합원 투표

격한 규제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재적조합원 대

는 파업 요건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비 투표참가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와 관련, 지난

현재로서는 법 개정을 위한 마땅한 계기를 찾기 어

6월 30일 파업은 현재 법규정에 관한 변화를 위한

려운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파업시 ‘최소서비스 유

CBI 재요구를 유발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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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는 파업 전인 6월17일 자료를 통해 3개 노조

정부의 입장

- 전국교사노조(NUT), 교사 및 교직원 연합(ATL),

파업건수나 일수가 급증하지 않는 한 이 같은 CBI

공공 및 상업서비스노조(PCS)-의 쟁의행위 찬반투

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월 6

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

일 빈스 케이블(Vince Cable) 기업부 장관은 영국에

적했다. 이들 3개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서 3번째로 큰 노조인 GMB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

음에도, 투표율은 NUT 40%, ATL 35%, PCS 32%

된다면 파업 관련 법 개정은 아주 시급한 사안은 아

의 ‘찬성’표(NUT 92%, ATL 83%, PCS 61%)를 받았

석, “파업이 전례없이 낮은 수준인 현 상황이 지속

등으로 과반에 못 미쳤다. 이를 재적조합원 대비 찬

니”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 현 상황이 역전되

성률로 환산하면 NUT의 경우 37%, ATL과 PCS 는

거나, 파업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각각 29%, 2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CBI는 “저조한 파업 찬성률은 노조가 파업을 수행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말해줄 뿐더러 파업 찬
반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 다수를 임금손실
등 곤경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면, 파업 규제를 강화하라는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
고 밝혔다. 프란시스 모드(Francis Maude) 내각장관

은 6월 15일자 가디언 인터뷰에서 “현재, 파업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뭔지는 꺼내지 않았

CBI는 30년된 파업 관련 법을 다음과 같이 바꾸

다. 장관들은 런던시장과 회동을 갖고 이와 관련한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적어도 40%의 재적조합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 파업이 경제와 특히 2012

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② 투표참가 조합원의 과반

년 올림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교환한 것으

이 찬성해야만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로 알려졌다.

가할 경우 임금과 다른 수당들이 지급되지 않을 수

들 간에는 런던 교통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파

한다는 것이다. 또한 CBI는 투표용지에 “파업에 참
있다.”는 경고를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하지만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 한 관계자는 “장관

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갈망이 있지만, 광범위하게

투표 전에 파업에 따른 결과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해

모든 노조를 타깃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야 한다고 주장했다. CBI는 지난해 내놓은 노사관계

또한 정부는 찬반투표 참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에서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

는 보리스 존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장한 바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와 비슷한 요구들이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파업에 대한 지지를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Policy Exchange와 보수당 소

더 확대시키거나 비공인된 쟁의행위를 부추길 것을

속 런던시장인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에 의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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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파업 진행 중에도 주요 서비스를 계

속 운영토록 하는 ‘최소서비스 유지’ 방안의 도입을

세계노동소식
restrictions on strikes’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영
국에서는 최소업무를 규율하는 특별한 입법이 없다.

2. 유성재(2007), 「수도·전기사업 필수유지

•출처: 1. E IRO (2011), 2011년 8월 18일자,

업무 제도화 방안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

‘Uncertainty over calls for further

용역

프랑스 : 법원 , 페르피냥에 소재한 오샹의 일요일 영업 금지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이 거대 유통업체

때문이었다.

인 오샹(Auchan)이 페르피냥(Perpignan)에서 이번

지점장은 식료품에 관해서는 일요일에 오후 1시

여름부터 일요일에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언

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한 법률을 주장하였는

급하였다.

데, 이것에 근거하여 일요일에도 식료품 외 다른 코

판사에게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
는 가처분을 낸 노동조합과 담당 변호사들은 이 결

너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정이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사실 이 대형 슈퍼마켓은 7월 31일(일요일)밖

말하는데, 그들은 거대 유통업체가 주휴일의 휴식권

에 영업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연맹인

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보고

CFDT(프랑스민주노동연맹)-CGT(노동총연맹)-

있다.

FO(노동자의 힘)-CFE/CGC(간부직원연맹)이 시위

페르피냥의 대형 슈퍼마켓의 지점장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항고할 것임을 토요일 AFP통신에게 전
했다.
이 결정은 페르피냥에 소재한 오샹 지점에 일요일
에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불법적인

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내린 판사는 노동조합에게 이 결정은 즉
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스페인으로 가
는 길목의 지중해에 위치한 A9 지역의 이 대형 슈퍼
마켓은 이번 일요일에는 휴점할 계획이다.

주휴일 영업을 계속 한다면 그때마다 10만 유로(한

노동조합 측은 성명서에서 이제 오샹이 섣불리 일

화 약 1억 5,7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할 것 또한

요일 영업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며, 실정법 위반을

명령하였다.

피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이 결정

지점장은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일요
일마다 매장을 열 것을 원했는데, 이는 여름 바캉스

이 대형 유통업체의 가혹한 환경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시즌을 맞아 수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출처: 리베라시옹(Liberation), 201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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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La justice interdit à Auchan d'ouvrir le

dimanche à Perpignan’

프랑스 : 익명 이력서의 비효율성과 무용화
이민자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면접에서 불리

뿐이었는데, 그 최종 연구 결과가 올 7월에 나온 것

하게 취급 받던 취업 희망자들이 익명 이력서(CV
anonyme)**가 일반화되면서 프랑스 기업에서 좀 더

이었다.

많은 면접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곧 이 익

년 11월까지 고용청과 경제·통계 연구센터가 수행

명 이력서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 ‘다양성과 평등

위원회’의 위원이자 담당자인 야지드 사베그(Yazid

기대했던 결과와는 달리 2009년 11월에서 2010
한 익명 이력서에 관한 실험은 그다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적인 이력서

Sabeg)는 <에코(Les Echos)>지와의 8월 17일자 대

로는 이민자 출신이나 교외 지역의 취업 희망자가

담에서 익명 이력서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1/10의 면접 기회를 가진 데 반해 익명 이력서를 제

언급하였다.

출한 취업 희망자는 1/22의 면접 기회를 가졌다.

익명 이력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최종적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채용자들이 취업 희망자들

으로 정부의 재량권이다. 그러나 사베그의 이런 결

의 사회적 계층을 알고 있을 경우 취업 희망자들의

론은 사실 8개 부서에서 익명 이력서를 실험해 본

사소한 결함, 즉 가령 철자법이나 취약한 학위 등을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탓이었고, 그 후 몇 달 동안 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효용이 없는 이 계획은 사실상 사장되었다(<르몽드>

만일 이력서가 익명이라면 이와 같은 관용은 사라져

지 4월 13일자 참조).

버린다.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할 목적으로 익명 이

이 조사에서 고용청과 경제·통계 연구소가 사용

력서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2005년에 발생한 교외

한 방법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AXA 보험사와

지역 폭동에 기인한다. 2006년 「균등한 기회에 관한

같은 몇몇 프랑스 기업들은 익명 이력서를 오래 전

법률」이 투표로 의결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부터 이용해 왔으며 그 효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의

마련되지 않아서 법안의 효과에 대해 연구 중이었을

견을 표시하였다. 익명 이력서를 사용하자는 것은

* 이 사건은 비단 주1회 휴일이라는 노동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가톨릭이 국교인 프랑스에
서 예배일인 일요일에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종교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즉 예배일에 예배를 볼 권리를
뺏겼다는 것 또한 민감한 이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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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의 정책이기도 하다.
익명 이력서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일괄적으

본으로 본다고 한다. 이력서는 물류, 운송,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로 그것을 완벽하게 버리자는 뜻은 아니다. 사베그

익명 이력서는 실제 인력시장에서 거의 채택되

는 익명 이력서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여야 한다고 설

지 않는다. 차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

명한다. 사베그는 그가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에 관

는 취업알선소 집단의 대표인 세바스티엥 봉파르

해서 연구하는 차별 전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

(Sébastien Bompard)는 일자리는 취업 희망자를 기

이며, 이 연구자들은 취업 희망자의 다양성을 고려

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다는 비유를 한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잣대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

서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이든 연합을 통해서든 사회

한다고 말한다. 그 다양성은 인종, 성별, 장애일 수도

적 관계망 속에서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있다.
게다가 이력서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그리 높지 않
은데 고용청에 따르면 오직 60%만이 이력서를 기

•출처: 르몽드, 2011년 8월 25일자, ‘Jugé contreproductif, le CV anonyme ne devrait pas être

généralisé’

** 익명 이력서(CV anonyme)란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막기 위해 특정 배경을 적시하지 않는 것인데, 주로
외모(사진),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을 명시하지 않는다(출처: 위키피디아 http://fr.wikipedia.
org/wiki/CV_anonym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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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일액 5년 만에 인상
후생노동성은 8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기본수당

일액’을 인상했다. 기본수당일액의 인상은 2006년 5
월 이후 5년 만이다. 고용보험 기본수당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 실업 중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재

구체적인 변경 내용
① 기본수당일액 최저액을 인상
1,600엔 → 1,864엔 （＋264엔）
② 기본수당일액 최고액을 인상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으로 ‘기본수당일액’

기본수당일액의 최고액은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설

은 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일당 지급액을

정되어 있다.

말하며, 급부일수는 이직 사유와 연령 등에 따라 결
정된다.

이번 ‘기본수당일액’의 인상은, 기본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하한액의 인상 등을 내용으
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과 2010년도 평균급여액(매월근로통계조사에 의
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급여의 평균액)이 2009
년도와 비교하여 약 0.3% 상승한 점을 반영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 60세 이상 65세 미만
6,543엔 → 6,777엔 （＋234엔）
◯ 45세 이상 60세 미만
7,505엔 → 7,890엔 （＋385엔）
◯ 30세 이상 45세 미만
6,825엔 → 7,170엔 （＋345엔）
◯ 30세 미만
6,145엔 → 6,455엔 （＋310엔）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1년 6월 30일자,

‘雇用保険の基本手当日額を5年ぶりに引き

上げます’

일본 : 일본 기업의 76.5%가 산업 공동화 우려
일본의 최대 기업신용조사회사인 제국데이터뱅

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은 23,065개사, 유

크가 8월 3일 일본 기업에 대한 산업 공동화 조사 결

효응답 기업수는 11,006개사(유효응답률은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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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조사기간은 2011년 7월이었다. 조사 결과를

지 문제가 산업 공동화의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통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일본 대지진

다.

이후 일본 기업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 기업이 국내 산업 공동화에 관하여 ‘우

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5%로 기업의 3/4

이상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

일본 기업의 해외유출 국가를 보면, ‘중국’이

5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도’ 10.9%, ‘한국’

8.3%, ‘대만’ 5.8%, ‘홍콩’ 1.8% 등으로 아시아 지역
이 전체의 80.4%를 차지하였다.
일본 전체나 각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정책으로서

지 않다.’는 3.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9%의 기업

는 ‘지진 피해의 조기복구’가 67.7%로 가장 큰 비

답 비율을 산업·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0.8%로

개정’ 49.5%, ‘경기불황 대책’ 36.8%, ‘저출산 대책’

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우려하고 있다.’는 응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 보면 도요타 자동차가 위치
하고 있는 일본의 중부에 해당하는 도카이(東海) 지
역이 81.7%로 가장 높았다.
산업 공동화(일본 기업의 해외유출)를 가속화하

는 요인을 보면, ‘엔고’가 49.2%로 가장 높았고, 이

어 ‘인건비가 높기 때문’ 39.5%, ‘전력 등 에너지 공

급 문제’ 37.9%, ‘세제(법인세나 세제우대 등) 때문’
28.3%, ‘거래 기업의 해외이전 때문’ 26.5%, ‘인구

감소’ 23.4%, ‘신흥국 등의 해외시장의 성장’ 22.4%,

‘경제의 세계화’ 21.4%, ‘원자료 등 조달 비용이 높아

서’ 12.9%, 그리고 ‘환율 위험 회피’ 12.0%였다. 대

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제의

27.8%, ‘환태평양파트너십 등 무역진흥정책’ 22.6%,

‘행정절차의 간소화’ 22.0%,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
한 교육정책’ 19.4%, ‘해고규제의 완화나 최저임금

개정을 통한 고용의 유동화’ 19.1%, 그리고 ‘공장 입

지, 약사법, 창업·폐업 등에 관련된 규제의 완화’가
17.9%였다.
앞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 공동화가 어떻게 진행되

고, 이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어
떠한 정책을 펼칠지 주목된다.
•출처: 제국데이터뱅크 홈페이지, 2011년 8월 3일
자, ‘企業の76.5％が産業の空洞化を懸念’

지진 이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엔고, 전력 등 에너

일본 : 대지진 복구와 일본 재생을 위한 향후 정책추진 방향
일본 정부는 대지진 복구정책과 함께 침체된 일
본의 재생을 위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
향을 8월 15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일본의 정책추진
윤곽을 그려보기로 한다.
이번 대지진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약 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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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한화 약 241조 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내 기업 입지 경쟁력의 강화나 아시아지역 거점화

전력 공급의 제약도 초래하여 생산활동이나 수출에

추진, 세계화 인재육성 및 활용, 외국인 고도인재 도

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진피해 복구의 진전 등에

입, 해외에 인프라 수출 전개,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

힘입어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외전개 지원, 새로운 산업으로 인재이동이 용이한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

노동시장 구축, 금융자본시장의 기능강화, 중소기

은 정책추진상을 밝혔는데, 주된 내용만 보면 첫째,

업의 경영력 강화,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노베

대지진 피해 등으로 인한 경제 제약을 확실하게 극

이션 추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및 미래지향·국제

복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

지향의 규제·제도의 개혁을 실시한다. 다섯째, FTA

히 집행하고, 지진복구 실현에 전력투구한다. 둘째,

등을 통한 국가 간의 유대 강화, 농림어업 재생전략

전력 공급의 제약이 기업 비용 증가나, 기업·인재

책정·추진, 그리고 성장형 장수사회·지역 재생을

의 유출 등 중장기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

추진하기로 하였다.

로 예상되므로, 에너지 공급 안정대책을 조속히 실

시한다. 셋째, 일본 재생을 위해서는 ‘재정과 사회보
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의 재설계/재강화’를 꾀하여야 한다. 넷째, 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

위와 같은 정책추진 내용이 지진 복구와 일본 경
제사회 전체의 재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주목되고
있다.
• 출처: 일본정부 국가전략실 홈페이지, 2011년 8
월 15일자, ‘政策推進の全体像’

일본 : 엔고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고용지원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간 나오토 수상과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관계각료로 구성된 ‘경제

원의 권익 취득의 촉진 등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신정권이 발족할 때까지 일본 정부

정세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엔고 대책에 대

가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한 기본적인 생각과 검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제3차 보정예산 등에 반영될

하였다.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엔고로 타격을 입은

수 있도록 신정권에 연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정부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정책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고

에 휩쓸릴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

의 장점을 철저히 활용하여 이미 발표된 일본 기업

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엔고

에 의한 해외기업의 Ｍ＆Ａ(합병 및 매수)와 해외자

에 의한 고통 완화, 근로자의 해외유출 방지,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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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전출기업 및 관광업에 대한 지원, 기업의 연구

고 강조하였다. 일본은행에는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개발 및 생산거점의 국내 입지에 대한 보조 등을 들

와 적절하고 단호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였다.

었다. 또한 외환시장의 동향을 주시하여, 필요할 때

•출처: 마
 이니치신문 석간, 2011년 8월 29일, ‘円高

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기하고, 정부 및

対策：中小企業の資金繰り支援 雇用下支
えも’

일본은행에 의한 추가적인 환율 개입도 불사하겠다

일본 : 비정규직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논의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의 「단시

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보험료에는 사업주 부

간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등에 대한 특별부

담이 없는 만큼, 연금급부액은 후생연금보다 낮은

회」는 9월 1일 첫 회의를 열고, 후생연금 등을 파트

수준이다.

타임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도 확대하기 위한

이전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에서도 적용

논의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의 일체

확대가 논의·계획된 바 있었는데, 후생연금 및 기

개혁으로 400만 명을 가입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

업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유

는데, 후생노동성은 주 3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통업계 등의 반발을 삼으로써 확대 대상을 종업원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입 요건을 주 20시

301인 이상 기업의 파트타임근로자 등 10만~20만

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안 등을 예시하였다. 이와 같

명으로 축소하여 2007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

은 가입 대상의 확대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으로

출하였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폐안이 된

연결되어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유통 및 소

사례가 있다.

매업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연내에 개혁안을 정리하여, 내년 통
상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패를 거울 삼아, 후생노동성은 1일 가입
요건인 임금기준을 2007년 법안인 월액 98,000엔
(한화 약 154만 원) 이상보다 낮게 설정하는 사항도

파트타임근로자의 후생연금 및 기업건강보험의

논의에 포함시켜,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제3호 피보

가입 요건은 정사원의 근로시간의 4분의 3(주 30시

험자의 분기점인 연수 130만 엔(한화 약 2,044만 원)

간 정도) 이상으로,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비정규직

의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근로자 약 1,800만 명 중에서 후생연금 및 기업건강

종적으로는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인 ‘근로시간 주

보험 적용자는 1,0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자’의 기

나머지 800만 명은 국민연금과 기초자치단체의 국

준에 맞추어 새롭게 400만 명을 가입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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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파트타임근로자의 50%는 종업원수가 100인

금에 가입시켜,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것으로 연금일

이하인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1일

원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열린 특별부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단체 대표는 “엔

실질가치를 향후 26.5% 내리지 않으면 재정상의 어

고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어려운 게 사실이므로,

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검토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내에서도 단번에 400만 명을 가입 대상

가입자가 감소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밸런스를 유지

전체적으로 배려를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나카지마 연구원은 “국민연금

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마이니치신문 조간 5페이지, 2011년 9월 2

적용 확대에는 국민연금의 재정 밸런스라는 과제
도 남겨져 있다. 후생노동성은 많은 국민을 후생연

일, ‘社会保険適用：「非正規」 への拡大議論

「週20時間」を例示－－厚労相諮問機関’

중국 : 푸젠성, 양로보험 납부연한인 15년을 못 채워도 기본양로금 수급 가능
2011년 7월 22일 푸젠성(福建省) 인력자원·사회

시키지 못한 푸젠성 도시호구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보장청과 재정청이 연합하여 기본양로금 규정 조정

일회성 기본양로보험비를 환불하고 납부연한인 15

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푸젠성에서 기업직공 기

년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후 수속절차를 거쳐 매월

본양로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공, 2010년 12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월 31일 이전에 이미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거나

관련 통지에 따르면,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혹은 넘어선 자,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되었고, 양로금은 현지 최

가입한 자가 퇴직연령 도달 시 납부 연한인 15년을

저임금 기준의 60％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현지 최

채우지 못할 경우에도 수속절차를 거쳐 매월 기본양

저임금 기준의 60％ 정도로 지급된다. 가입자가 추

로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

가적으로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비의 기수(基数)

기존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퇴직연령에 이를 경우

는 납부 시점으로부터 전년도 전국직공 평균 임금의

기본양로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납부연

60％로 확정하고, 납부 비율은 26％가 된다. 2010년

한인 15년을 충족시켜야 하며, 만약 납부연한인 15

12월 31일 이후에 퇴직연령이 도달했으나 납부연한

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본양로금을 수급 받을

인 15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추가적으로 납부

수 없었다.

할 수 있다. 법정 퇴직연령 이후 추가적으로 납부할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납부연한인 15년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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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납부 기수와 비율은 도시 자영업자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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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푸젠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 따르면, 기업직
공 기본양로보험의 발전 중에서 일부 도시직공은

되어서 노후생활에 기본적 보장이 결여되곤 했다.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직공에게 훨
씬 많은 보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경영과 고용업체의 변동, 그리고 고용관계 및

•출처: 新
 华网, 2011년 7월 22일자, ‘福建：养老保

연령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법정 퇴직연령에

险不足15年可一次性补交按月享受基础养
老金’

도달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양로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양로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중국 : 포춘 500대 기업 중 6곳 임금협상 약속
중국 남부 광저우에 위치한 포춘 500대 기업 중 6

정시키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노동자 임금인상

곳이 최근 노동자대표들과 임금협상을 실시할 것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

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광저우총공회와 합의된

기 시작한 것이라고 마츠시다 공회 부주석인 짱빈은

임금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국관영 영자신문인

6개 회사는 모두 포춘 500대 기업으로 맥도날드, 켄

<차이나 데일리>는 기업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

터키 후라이드 치킨, 트러스트마트(Trust-Mart), 지

해 노사 간의 이슈를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하

멘스 트랜스포머(Siemens Transformer), 소니전자,

나의 플랫폼을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

마츠시타 전기재료(광저우) 등이다.

다. 이 회사들은 지난해 혼다와 마츠시타가 노동자

광저우총공회 천웨이광(Chen Weiguang) 주석에
따르면, 광저우에 위치한 포춘 500대 기업들은 향후
2년 내에 임금협상 메커니즘을 작동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의 노동력부족 사태와 파업 등으로 인해, 이

들의 파업으로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광저
우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출처: China Daily, 2011년 8월 10일자, ‘6 major
companies promise wage negotiations in S
China’

회사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업장 노사관계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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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폭스콘 임금상승 영향으로 인해 자동화 설비 대폭 늘릴 계획
중국에서 100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유명 전자

로 생기는 여유인력은 좀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업체 폭스콘이 향후 3년 동안 100만 대의 자동화 시

적인 작업 공정에 배치되며 단순조립업무는 이제 기

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급격한

계가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본사를 둔 리서

임금인상, 노동자 연쇄 자살사건 등으로 폭스콘의

치 기업 가트너(Gartner)의 수석분석사 루(C.K. Lu)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전
략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하였다. 현재 델컴퓨터,

씨는 “최근의 임금인상 추세는 매우 빠르며 이는 내
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HP, 노키아, 애플 등 다국적 전자업체 제품의 대리

이러한 가운데 최근 폭스콘의 해외진출은 눈여겨

생산(OEM)을 맡고 있는 폭스콘은 최근 인사노무관

볼 만하다. 폭스콘은 최근 멕시코에서 시스코 시스

리상의 문제로 인해 내륙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

템사로부터 셋업(set-up) 공장을 사들였고, 브라질

표한 바 있다.

에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2009년에는 멕시

폭스콘은 이번 자동화 대폭 증가 계획을 발표하

면서 “향후 단순조립업무는 상당부분 기계가 담당
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거나 창

의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심천

코 소니(Sony)사로부터 LCD 텔레비전 공장을 사들
였고 여타 일본 유명회사, 즉 샤프, 캐논, 히타치 등
과도 많은 전략적 제휴에 대해 물밑 논의를 계속하
고 있다.

주재 이스턴 베이 투자회사(Eastern Bay Investment

•출처: Reuters, 2011년 8월 10일자, ‘Taiwan's

Management)의 펀드매니저인 단빈(Dan Bin)은 임

Foxconn Technology Group, known for

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회사는 점점 이를 감당

assembling Apple's iPhones and iPads in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자동화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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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plans to use mor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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