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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동북아 인적자원개발의 동향과 특징
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하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통합

을 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인적자원개발을 최우선적인 정책으
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처한 경제사회의 발전 단계와 여건이 다른 만큼 인적자원개
발정책의 방향이나 세부 정책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북아의 중
심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의 동향과 그 특징을 소개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개발 초기에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외환위기하의 대량실업 시대에는 실업자 대상의 훈련,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직자훈련을 강조하여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이들 모두를 아우
르며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력과 사회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능력개발을 강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인적자원
개발은 산업계와 개인 등 직업능력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중시되면
서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풍부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역점을 두면서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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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고 있는데,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기능과 대상에 따라 중심정책, 기반정책, 그리고 보조정책
으로 나눌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총 인구 13억 3천여만 명, 노동가능인구 10억 7천만 명, 취
업자 7억 8천만 명 등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인적자원 규모와 그간의 지속적인 확대, 무상의무
교육의 확대, 고등교육진학률의 급증 등에 따른 국민 교육수준의 현저한 제고, 1차산업 취업인
구의 감소와 3차산업 인구 비중의 증가 등 인적자원 고도화 등의 변화 속에서 전문지식, 전문기
능 보유자로 정의되는 인재의 수도 1억 15백만 명에 이르는 등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도 크게 향

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취업 중심’, ‘취업을 위한 훈련’이라는 인적자원개발 원칙을 강

조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도입한 방침이 첫째, ‘선훈련-후취업’, ‘선훈련-후채용’과 둘째, ‘학위

증명서, 훈련증명서, 직업자격증의 동일 대우’이다.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자격증 제도, 그리고 기능촉진정책으로 대별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
한 체계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기능검정, 기능촉진이라는 공공훈련의 전통적인 3대 축과 유
사하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3대 공공정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
대표되는 ‘중심정책’, 직업분류, 국가직업표준 및 등급체계, 각종 교육훈련 평가기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재개발 등 교육훈련 R&D 인프라를 의미하는 ‘기반정책’, 그리고 교육훈련을 촉진하

고 기능인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직업기능대회제도, 기능인재표창제도 등의 ‘보조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도농 등 지
역 간에 정책의 편차가 크며, 도시로 이농한 농민공에 대한 훈련의 어려움, 기능인재에 대한 인
식부족과 직업학교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 중소기업 등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미흡, 인적
자원개발정책과 산업정책, 교육정책, 재정정책 간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그간의 직업훈련정책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유사하다. 1950년대 후반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훈련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여 1960~7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따라 노동력 수요
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 내 훈련이 활발해지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공공훈련은 민간훈
련을 보완하는 역할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1985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공공 중심·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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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었던 훈련 체계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의 진흥 및 민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
는 공공훈련 체계로 바꾸기에 이른다. 현재 일본의 직업훈련체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1990년대
초반의 버블 붕괴다. 이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격변하였으며 실업률은 크게 상
승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활발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기업에 의존하는 직업생활 및 능력개발에서 탈피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경부터 IT화 및 기술혁신의 진전, 서비스
경제화, 지식사회화 등과 더불어, 변화 대응능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기업 인재에 요구
되는 능력으로서 중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1997년 직업능력개발촉진법 개정에서
는 이념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2001년

개정에서는 능력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은 ‘근로자의 직업생활 설계를 배

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 규정되어, 이에 의거한 이른바 ‘커리어 지원정책’이 전개

되게 된다.
일본의 경우,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긴급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자영업 폐
업자, 비정규직 출신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직자, 고용보험이 끊긴 장기실업
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실업자에게 훈련 수강을 조건으로 일반회계에 의한 훈련과
생활에 필요한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이어 제2의 안전
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버블 붕괴 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이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에 잡카드(JOB
CARD)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커리어 컨설턴트가 잡카드를 이용하여 면밀한 상담을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일본판 듀얼 시스템을 포함한 이론 강의와 기업 실습을 결합한 다양한
유형의 실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안정적인 고용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고용한 비정규직
을 교육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이외로 프리터, 니트족 등 청년층의 커리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직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은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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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붕괴 이후 기업의 어려움이 커진데다가 재직자훈련 및 기업훈련에 대한 지원금 등 정부지
원책이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공공능력개발추진기구의 해체와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역량 부족에 따라 공공훈련사업의 위축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
는 것도 최근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정책과제로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한·중·일 세 나라에 공통적인 것 같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여야 하겠지만 인적자원개발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 환경
이 다른 만큼 정책의 주안점, 발전 단계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요
자 중심원리의 강조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차 기업과 개인 주도로, 일반적
인 인력 양성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평생능력개발의 강조 등으로 바뀌는 기조에
있다. 이는 우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풍부한 무기능인력의 기능·기술인력으
로의 양성,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제고, 도·농 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격차 해소, 인적자원개
발정책 체계와 기반 구축 등 아직 초기 단계의 정책이 급선무인 듯하다. 이번 호의 이러한 3국
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동향과 특징에 대한 소개가 향후 인적자원개발정책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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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일본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전개
쿠사노 타카히코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이사)

█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전개

직업훈련정책에서 직업 커리어정책으로
직업능력개발 관련 기본법으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제정 당시 명칭: 직업훈련법)이 있다. 근
로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주체가 공공에서 사업주로 바뀌고, 나아가
사업주에 근로자 개인까지 포함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동법은 최근 ‘커리어’ 지원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1 ) 공적 훈련 기준 중심 시대
- 1958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당시는 고도 성장이 시작되던 시기로, 산업 고용정책
의 일환으로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근로자의 육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이 동법의 목적이었다.
동법은 직업훈련과 기능 검정을 정책의 주축으로 삼아,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 또 훈련은 먼저 정부가 훈련 내용을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공공(정부 및 광역단체)이 그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훈련을 인정함으로써 질 높은 민간
훈련을 진흥하는 등 공공이 주도하는 훈련 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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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구조
광역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

직업훈련

사업주 실시 직업훈련 지원

재정지원 (조성금, 위탁비, 세제 지원)
시설 대여, 지도원 파견, 정보 제공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
커리어 형성 지원

정부 대신 독립 행정법인이 실시하는 직업훈련

교육훈련 급여

커리어 컨설턴트 제도, 잡 카드 제도 등 정비

직업능력개발정책
기능 검정

국가 검정, 인정 검정

기능 진흥

기능 경기 대회, 기능 근로자 표창

직업능력평가

정부간 기술 협력 (전문가 파견, 훈련 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 능력 평가 시스템 이전)
국제기술협력
기능 실습 제도의 원활한 추진

2 ) 민간(기업)의 요구에 맞는 능력개발촉진
- 이후 고도 성장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러한 노동력 수요의 압박으로
인해 기업 내 훈련이 활발해지는 한편, 완전 고용을 달성하면서 공공직업훈련은 민간훈련을 보
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5년 법개정에서는 법률의 구성을 변경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을 중심에 두고, 공공 중심·기준 중심이었던 훈련 체제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
업능력개발의 진흥 및 민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직업훈련 체제로 전환하는 입장을 취
했다.
- 또 동 개정은 법률의 명칭을 직업훈련법에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책 목
표가 직업능력개발 향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직업훈련 및 기능 검정 외에 자기 계발
등을 능력개발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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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업 커리어 지원정책 추진
-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로 경제가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격변하였으며 실업률은 상승했
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활발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기업
에 의존하는 직업생활 및 능력개발에서 탈피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고용 가능
성을 높이도록 요구되었다. 또 2000년경부터 정보기술(IT)화 및 기술혁신의 진전, 서비스경제
화, 지식사회화 등과 더불어 변화 대응 능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기업 인재에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중시되었다.
- 이러한 흐름을 이어, 1997년 직업능력개발촉진법 개정에서는 동법의 이념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 2001년 직업능력개발촉진법

개정에서는 능력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은 ‘근로자의 직업생활 설계를 배
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 규정되어, 이에 의거한 커리어 지원정책이 전개되었다.

█

최근(버블 붕괴 이후)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특징

노동시장의 악화와 안전망 훈련 실시
1 ) 실업자의 급증과 이직자 훈련 실시
• 긴급고용대책으로서의 이직자 훈련 실시
-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노동시장은 수요 축소로 인해 2%대였던 실업률이
1990년대 중반에는 3~4%대로 급상승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중장년 근로자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률은 4~5%대
로 뛰어올랐다. 2007년 일시적으로 3%대로 내려갔지만 리먼 사태 이후 다시 4%대를 기록하
고 있다.
- 이 때문에 2000년대에는 긴급대책 차원에서 이직자 훈련이 속속 발표되어, 공공직업훈련
기관의 직접적인 실시와 더불어,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교육훈
련기관에 대한 위탁훈련도 활발히 이루어졌다(최근에는 위탁훈련 비율이 7% 이상). 위탁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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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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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 주식회사 계열 및 전수학교 계열 교육훈련기관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의 다양화 및 활용도
(만향상
명)

차원에서 NPO, 대학, 사업주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훈련 방법 또한 2000년대부터 단

6,000
순한

위탁방식 외에 아래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의 이론 강의와 기업 실습을 결합하는 형식, 높
5,159만 명

5,111만 명

4,975만 명다양해졌다. 또 구직자의 의욕 및 능력, 커리어
4,913만
명
은 조성률하의 고용
형식으로
혼합훈련
방식이
4,776만
명

5,000

1,756만 명
명
계획, 4,269만
교육훈련과정의
적절한 매칭을 위해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공공직업안정소
20.3%
24.9%
34.1%
31.4%
19.1%
(hello work) 및 교육훈련기관에 다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4,000

34.4%

3,000

• 리먼 사태 이후 실업자 발생과 긴급 인재육성기금

2,000

80.9%

79.7%

3,355만 명

75.1%

65.9%
65.6%
68.6% 장기실업자
- 리먼 사태 이후 파견근로자, 자영업 실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외의 실업

1,000
자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09년 추경예산에서는 그동안 공공훈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고용보

험(사업주
부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이직자 훈련과 별도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직
0
1989
1994
1999
2004
2008
2010
접 활용하여
실업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반회계에
의한
3년 한시
인재육성취업지원기금이 설
정규고용자
파견, 계약사원
치되었다(7,000억 엔. 이 중 인재육성 관련은
4,800억파트,
엔. 3년간
100만 등
명 훈련 실시 예정).

- 동 사업의 실시는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영업 폐업자, 비정규직 출신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자, 고용 보험
64
64 등 고용보험
64
64 아닌 실업자에게
64
63
이 끊긴 장기실업자
대상이
훈련
일반회계에
의
62
62 수강을 조건으로

한 훈련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에 이어 제2의 안전

8_

0

2011년 11월호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망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 국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체 예산이 연간 1,300억 엔 정도에 불과한 가운데, 민간교
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3년간 4,800억 엔을 교육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실업자의 전반적인 능
력향상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6월에 새로운 법(구직자지원법)이 통과되어, 기금 사업에서 영구적인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향후, 훈련의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대상자의 적절
(%)

한 선정,6.0
고용으로 이어지는 교육훈련과정 개발, 질 높은 강사 확보 등이 과제로
5.4 5.3남았다.
4.7 4.7

5.0

5.0

4.7

4.1

4.0
2 ) 비정규직의
증가와 잡카드(job card) 제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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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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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후반부터는 2.5
2.4 특히 1990년대
- 버블
시간제 아르바이트, 파견직 등을 중심으로 비
2.3
2.2
2.1 2.1 2.2
2.0
2.0 현저한 증가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정규직의

1989년1.0
19.1%에서 2010년 34.4%로 급상승했다. 이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직업능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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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실시된 직업능력개발기본조사에 따르면, 비

[그림 3] 일본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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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OFF-JT, OJT 수강률, 자기계발 수행률은 정규직의 절반 이하이며, 오랜 기간 근속
해도 쉽게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는 경향이 강하다.
-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게도 실천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에 잡카드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 제도는 커리어 컨설턴트가 잡카드를 이용하
여 프리터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상담을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상기의 일본판 듀얼 시스템을
포함한 이론 강의와 기업 실습을 결합한 다양한 유형의 실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안정적인 고용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외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고용한 비정규직을 교육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활
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조정 역할을 맡은 지역 상공회의소의 움직임을 필두로, 지역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서서히 실습 대상을 늘리는 등 최근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3 ) 청년 문제의 심각화와 커리어 지원
•프리터 문제
버블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졸자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와 진학률 향상에

따른 대졸자 증가로 대졸 고용시장의 수급 균형이 크게 무너져, 이른바 ‘취업 빙하기’가 도래함
에 따라 미취업자 혹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젊은이가 늘어갔다. 이른바 프리터
라 불리는 이러한 젊은 비정규직은 2003년에는 217만 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2003년 4개 부
처에 의해 ‘청년 자립 및 도전 계획’이 수립되어, 청년 전용 커리어 상담 및 취업을 지원하는 잡
카페 창설, 학교 직업교육 진흥, 일본판 듀얼 시스템 등이 제창되었다. 후자는 프리터 등의 실천
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훈련기관에서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
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이론 강의와 기업 실습을 결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습처의 선택과 조합은 민간 교육 훈련 기관이 담당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위탁비를 받고 프리터 실습을 직접 운영하면서, 실습 자세와 능력을 직접 보고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프리터 등의 수강자는 이론과 실무 모두를 익힐 수 있으며, 실습처의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다. 취업률 등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본은 독일처럼 기
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실습처를 제공하는 관행이 자리잡지 못해, 양질의 실습처를 어떻게
확보하고 넓혀 나갈 것인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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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무직자 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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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0.38
0.36
0.34
0.33
0.36 (2002~).
0.34
0.31
0.32
0.34
0.33
0.30
0.29
0.31
0.28
0.32

•0.28
니트족의 문제
0.30

0.29

약 4,900억 엔
0.27 취업이나0.28
- 0.26
대졸 미취업자 및 프리터 문제 외에도,
진학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60만 명 이상

0.28
약 4,900억 엔
이나0.24
되는 청년 무직 문제가 있다. 이러한
0.27 젊은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실업자에 속하지 않아 공
0.26
0.22
0.24
적 지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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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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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문제의 심

각성에 눈을 떠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생활을 하면서 농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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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등에 종사하는 합숙 형식의 청년 자립 기숙학원 지원 사업(2009년 공개 예산 심의에서
보조 폐지) 및 영국의 커넥션을 모방한 지역 청년 지원 스테이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각
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NPO 등의 조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청년들을
취업의 입구까지 이끄는 사업일 뿐 이후 실제로 정식 취업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경우, 이들을 어디에서 수용할 것인지, 사회적 고용 기업 등을 하나의 근로 형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공적 원조의 여부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많은 검토 과제가 있다.

• 학교의 직업교육 등
- 일본에서는 기업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대졸자 일괄채용 방식이 1970년대에 확립된 후 오
랫동안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낮았다. 그러나 1993년
버블 붕괴 이후 급격한 수요 축소로 수급 균형이 무너져, 이후 젊은 세대의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0년대부터 교육에서 직업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와 기업의 실적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취업알선 시스템이 과
거처럼 원활히 기능하지 않아, 미취업자 및 부득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학생 및 대학에 진학
해 취업을 미루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학교의 알선이 아닌, 공공직업안정소 등의 지원을 통해 시
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생겨나, 최근에는 취업지도, 기업 방문, 수일에 걸친 인턴십,
취업 설명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또 대학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진학률 급상승에 따른 대학생 및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 조
기 취직 활동에 따른 실질 학업 기간의 단축, 취업 관련 정보의 인터넷 집중에 따른 고립된 취업
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센터 등을 설
치하여 직업교육, 진로 체험 인턴십, 그룹 워크와 합숙 연수 등 취업·커리어 지원에 힘을 쏟고
있지만, 대학의 지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기업 및 산업계의 폭넓은 수용과 지원, 공공
직업안정소 등 공적 기관의 미취업자 지원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 이러한 대졸자 취업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채용 및 인사
시스템, 노동시장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로,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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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정체
- 버블 붕괴는 중장년 근로자의 구조조정, 청년 채용 억제로 인한 취업 빙하기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능력개발 투자의 대폭 감소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 후생노동성의 「취
업조건 종합조사」에서 나타난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교육훈련비용(대략 OFF-JT 비용에 상
당)의 비율을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여 1980년대 후반에 최고점에 도달한 후 버블 붕
괴 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능력개발 기본조사에 따르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
육훈련 실시 비율(OFF-JT, OJT 모두), 자기계발 지원 비율도 감소로 돌아서 현재 능력개발은
다시 저조한 상태다.
- 또 직업능력 기본조사에 따르면, 최근 기업에서 실시하는 능력개발의 내용 및 실시 면에서
의 특징은 OFF-JT보다 OJT를 중시(1:3), 선발보다 전체적인 향상 중시(2:3), 본사보다 현장의
주체적인 실시(2:3)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직원능력개발의 책임에 대해, 최근에는 직원의
책임(비율은 3% 이상)이라는 사고방식이 다소 강해지고 있다.

• 재직자 능력개발지원정책의 후퇴
- 기업이 직원에게 실시하는 능력개발지원책으로는 재정적 지원(지원금, 위탁비용, 세제 면
의 지원) 외에, 지도원 파견을 통한 기술 지원, 시설·설비 대여,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 중 재
정적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 커리어 형성 조성 지원금이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직원에 대한 교
육훈련, 능력 평가, 교육훈련 휴가 부여, 커리어 상담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기업을 원조하는
폭넓은 조성 제도였지만, 2010년 행정 사업 평가에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크게 삭감
되었다. 현재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조
성 부분도 조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제도가 현저히 후퇴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자기계발
지원 제도로서 1997년에 마련된 교육훈련 지원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도 창설 초기에 비해 대
상 교육강좌 수, 지급률 및 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경쟁력 강화’, ‘평생훈련’, ‘실업 예방’ 등의 관점에서 재직자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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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교육훈련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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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7년판 노동경제백서(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근로자복지시설제도
등 조사」(1983년), 「임금노동시간제도 등 종합조사」(1985~1998년), 「취업
조건종합조사」(2002, 2006).

<표 1> 일본 기업의 능력개발 실시 상황 및 개인의 자기계발 실시 상황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OFF-JT (기업)

60.2

48.2

58.3

60.1

72.2

77.2

76.6

68.5

67.1

OFF-JT (개인)

32.1

26.6

29.0

58.2

55.3

55.0

54.2

38.5

41.5

계획적 OJT

44.8

41.6

46.7

48.9

53.9

45.6

59.4

57.2

57.8

자기계발(개인)

33.2

35.8

36.5

46.2

56.4

58.1

42.1

41.7

자기계발지원

74.7

77.3

79.7

79.2

66.5

62.2

80.5

자료: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기본조사」, 2002~2010.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청년 대책과 불안정 계층 대책에 주력하
고 있으나, 위와 같이 재직자훈련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성 등의 지원책이 급속히 감소하는 등
세계적인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활
력뿐 아니라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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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인프라 정비 및 개선
-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은 지금까지 기업 내 OJT가 중심이었으나, 버블 붕괴 후 실업자와 비
정규직 등의 비율 급증, 기업 내 교육훈련의 자기부담 원칙 재고와 외부 자원 활용의 움직임, 스
스로 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재직근로자의 움직임 등에 의해, 능력개발을 포함한 외부
노동시장의 기능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행정에서 2001년 제7차 직업능력개발 기본 계획을 계기로 외부
노동시장의 구축과 개선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능력 평가, 커리어 컨설턴트 제도 등 인프라 정
비를 위한 대책을 서서히 추진해 왔다.

1 )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 인프라 상황
- 노동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직업교육훈련 인프라의 강화는 최대의 과제다. 일본의
교육훈련시장의 규모는 2007년 현재 사업 수익 1.38조 엔, 총 수강생 2,147만 명, 총 개설 코스
62.8만 과정이었다. 일본의 취업자 수가 약 6천만 명이므로, 시장 규모 2,147만 명이라는 것은
연간 3명 중 1명이 직업훈련, 강습회 및 세미나, 통신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 직업교육훈련 인프라는 크게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교육훈련 공급자로 나뉜다. 먼저 공
공직업훈련은 정부 차원에서 독립 행정법인이 실시하는 것과 광역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
뉜다. 전자인 독립 행정법인은 주로 고용대책의 일환인 이·전직자 훈련(전국 61개 시설에서
실시)과 민간교육훈련 공급자가 다루지 않는 제조 등의 고도의 훈련(대학 수준의 11개 시설)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재직자 훈련 및 지도원 양성, 훈련 노하우의 축적 및 연구
를 실시하고 있다. 또 후자인 광역단체는 지역의 기초적인 훈련 수요에 맞춘 훈련(159개 시설
에서 실시) 외에, 제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대학 수준의 훈련(13개 시설)을 실시하고 있다.
독립 행정법인의 훈련은 행정 개혁의 영향으로 급속히 축소하고 있다. 또 광역단체는 일부 정
부 수준의 시설을 이관받은 부분도 있지만, 재정 등의 요인으로 훈련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 한편, 민간교육훈련 공급자의 총수는 약 1.5만 명이며, 대부분(91.1%) 강습회 및 세미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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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급자의 조직형태별 구성비는, 경영자단체(34.4%),
민간 기업(28.8%)이 30% 내외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 공익 법인(14.9%), 전수 및 각종 학교
(14.2%), 대학 (5.1%)과 직업훈련 법인 등(2.7%)이 그 뒤를 이었다.
- 이러한 교육훈련 인프라의 규모는 유럽 각국과 비교하면 질과 양에서 모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도, 예를 들어 유럽 각국의 높은 교육훈련 투자 수준(독일은
GDP 대비 0.4%로 일본의 10배 이상),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단체의 높은 사회적 역
할, 교육훈련에 대한 지역의 높은 역할 등의 측면에서 일본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그동안 자기
부담 원칙하에 OJT 중심의 기업 내 능력개발이 주를 이루어 온 점,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실업
률이 낮았던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부족한 기업 내 교육훈련, 이·전직자 및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의 아웃소싱 수요 확대, 근로자의 자기계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
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 질적인 측면에서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여 교과과정 및 운영 개선으로 연결하는 등, PDCA 사이클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JILPT 조사에 따르면 이를 실천하고 있는 민간교육훈련기관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
과하다. 시장에서 횡단적인 직종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인프라 정비를 위해
- 직업교육훈련 인프라의 정비는 먼저 교육훈련 공급자 단체, 전문 분야별 업계 및 전문가
단체 등이 제대로 구성되어, 이러한 단체가 각 산업 및 분야에 맞는 거점이 되어, 공급자 평가
및 교육훈련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조직 체제가

교육훈련 체제의 기능 강화

- 교육훈련 투자의 효과적인 확대
- 훈련공급자 평가, 질적 강화, 육성
- 역할 분담, 공적 조직의 교육훈련 기능 강화

교육훈련 인프라 정비

수요 환기와 잠재수요의 현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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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원과 “가시화”
교육 훈련 정보와 교육훈련 계획의 지원
자금 측면, 시간 측면의 지원

아직 취약하므로, 향후 단체에 일정한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적인 관여 및 지원을 통해
단체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직접적인 육성 방법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이직자훈련 위탁 및 교육
훈련 지원 강좌 지정(근로자의 자기계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강좌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정)
과 그에 맞는 자금 투입 등의 간접적인 육성이 도모되어 왔다. 2010년부터는 상기의 긴급인재
육성기금으로 실업자훈련에 3년간 4,900억 엔 정도의 자금 투입이 가능해지는 등, 투입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강화책으로 교육훈련 자금의 효과적인 투입 외에 각 공급자의 특징 및 역
할 분담을 고려한 육성, 공급자의 적정한 평가 및 질적 강화 등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질
적 향상 면에서는,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위탁 및 교육훈련 지원 제도 강좌 지정을 통한 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대책 촉진, ISO29990(비공식 교육훈련에 관한 규격)에 입각한 지침 기준 책
정, 교육과정, 지도 기법 등 노하우 면에서 공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또 본격적인 지식사회로 돌
입하고 있는 만큼 사회인 대학·대학원이 고급 실천 지식의 수용처 및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밖에 수요 측면의 대책으로서 기업의 능력개발 요구와 근로자의 자기계발 수요의 환기
및 현재화, 이를 촉진하는 공적인 상담 및 지원 기능 강화, 나아가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
육훈련과정 개발로 외부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 능력평가 인프라의 정비
- 능력평가 제도는 근로자가 능력 수준을 객관적인 척도로 평가하여 교육훈련과 커리어 발
휘의 목표 및 기준을 세우기 위해, 또한 기업이 인재 채용·육성·배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
한 것으로, 나아가 직종 개념과 직종별 능력 수준의 틀을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가의 능력평가 제도로는 국가 검정인 기능검정 제도(1~3급으로 나누어 실시)가 있다.
2010년도에는 77.5만 명이 응시하여 29.3만 명이 합격했다. 직종은 137개 직종에 이르며, 기존
에는 기계 보전, 기계 가공, 도장, 건축 목공 등 제조업 계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지정 시험 방
식으로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늘어나, 파이낸셜 플래닝, 웹 디자인, 금융창
구 서비스, 지적재산 관리, 커리어 컨설턴트 등, 직종이 다양해졌다. 이 밖에 인사·인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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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회계, 영업 등 화이트칼라 10개 직종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비지
니스 커리어 제도(국가 보조 사업에서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자체 사업으로 전환됨)가 있다.
또 각 부처의 각종 국가자격 제도와 민간자격 제도도 다수에 달해, 그 수는 약 3,000여 종에 이
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을 보면, 업무 독점 또는 필치(必置) 규제의 성격을 가진 공적 자
격을 비롯하여 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이 다수에 이른다.
- 이렇듯 난립하는 자격 및 평가 제도를 정리하고, 근로자의 능력이나 직장 기능을 파악, 나
아가 능력평가 제도의 구축을 위해 2002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업계 단체의 협력하에 직업능력
의 공통 언어로서 종합적인 능력평가 기준(레벨에 따라 4단계)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9년 현
재 42개 업종에 근로자 커버율은 약 5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의 활용도를 보면, 잡
카드 제도 실습 종료 시 평가 시트 작성에 이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각 부처의 국가
자격 및 각종 민간자격·평가 제도의 수준 정리, 직장 기능과 훈련수요의 파악 및 분석, 기술지
도 작성과 같은 기술과 능력의 ‘가시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기업에 이 기준을 침투시켜 나가
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3 ) 커리어 컨설턴트 제도의 창설과 육성
- 실업자, 비정규직, 대졸 미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적절한 직업선택,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상담,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양질의 커리어 컨설턴트 육성은 노동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의 하나다.
- 이를 위해 2001년에 민간 양성기관을 모아, 각 기관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양성을 실시하기
로 확인하고, 2002년도부터 각 기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2011년 현재 기초적인 수준의 양성
을 수료한 사람은 5.3만 명이다. 또 2008년에는 전국 통일 자격인 커리어 컨설턴트 국가기능검
정제도가 창설되어, 당해 기능검정 2급 수준의 시험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현재 총 1,900명
이 합격했다. 이들 컨설턴트는 공공직업안정소, 민간수급조정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에 소속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 커리어 및 교육훈련 방향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
부터는 잡카드 제도의 창설에 따라 커리어 컨설턴트가 전담하여 잡카드 발급 및 상담을 실시하
고 있다.
- 향후 ① 2급 수준 보급 및 1급 수준 기능검정 제도의 창설, ② 전문가 제도 확립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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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육성·자율적 운영, ③ 교육현장, 수급조정기관, 기업 내 각 위치에 맞는 커리어 컨설턴트
의 역할, ④ 업종별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 육성, ⑤ 잡카드의 효과적인 활용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해체
-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직업훈련은 정부를 대신하여 독립 행정법인인 고용·능력개발기구
가 맡아 왔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행정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막대한 비용(500억 엔)을 들여
건설한 청년 직업체험시설과 거대 복지시설 등이 낭비라는 여론의 매서운 지탄을 받아 이 법인
은 폐지되었고,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은 다른 독립 법인(노인·장애인 지원 기구)에 통합되었다.
또 법인 소유 시설 중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일부 조직은 이미 광역 단체로 이관되었다.
- 이러한 조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국가를 대신하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독립 행정
법인의 폐지에 따라, 공공훈련 부문은 사업의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민간교육훈련
기관은 현 단계에서는 교육훈련과 지도 노하우 등의 축적이 부족한 데다 업계 단체의 지원 체
계도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앞으로 공공직업훈련 부문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훈련 과정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훈련 분석을 위한 언어 체계, 훈련의 질을 담보하는 PDCA 사이클의 기
준, 지도 기법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 온 노하우를 폭넓게 제공하고, 교육훈련 인프라 정
비를 위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육성 및 연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향후의 과제 및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

커리어 지원정책의 전개
1 ) 커리어 지원의 관점
-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직업능력개발과 커리어 형성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역할이 강조
됨과 동시에, 정책도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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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경제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고객 니즈의 급변 등에 의해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하고, 기업의 도산·합병에 따른 갑작스런 전신이나 갈 곳을 잃는 사태
마저 벌어질 가능성이 일어났다. 또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근로자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직업능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이른바 ‘커리어 쇼크’와 같은 사태도 드물지 않게 생겨나고 있
다.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커졌다.
둘째, 직업능력 성격의 변화다. 인사노무관리의 방향이 잠재적인 능력 및 보유 능력 위주에서
실천적 능력 및 발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고객 니즈·상품 니즈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의해 과거의 근면성 중시 경향에서 창조성, 혁신력, 문
제 발견 및 해결 능력 등이 중시되어, 스스로 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능력을 연마하고 커리어
를 개척하는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실업자, 비정규직 등 기업에 의존하여 커리어를 쌓을 수 없는 사람이 급증했다. 이들 가
운데는 이른바 프리터 등 젊은 불안정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서는 커리어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기업 및 근로자를 둘러싼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예전처럼 기업에 의존해 안
정적인 직업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
해, 또는 능력의 질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 커리어를 생각하고 능력을 다듬
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었다.
- 근로자를 둘러싼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2001년 직업능력개발촉진법 개정에서는 동법

의 기본 이념으로 ‘직업생활 설계에 맞게’, ‘직업훈련 및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 기회 확보’ 그리

고 ‘필요한 실무경험 축적’ 즉, 커리어 디자인에 맞는 교육훈련 수강 및 커리어 형성에 관한 규

정이 만들어져, 사업주와 국가도 이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개정을 계기
로 커리어 지원정책이 진전되어 왔다.

2 ) 커리어 지원정책의 의의
- 커리어 지원정책은 발전도상에 있는 정책으로서 그 의의와 체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

다. 일반적으로 실천적 ‘직업능력’은 ‘커리어’를 쌓은 결과로서 축적되는 것이며, ‘커리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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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련 직무 경험의 연쇄(커리어)를 통해 실천적인 ‘직업능력’을 축적·형성하는 과정에 주목

한 동적 개념이다. 따라서 ‘커리어’ 지원정책은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커리어

를 컨트롤하여 실천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커리
어 지원정책에서 직업훈련은 공식적인 직업능력향상 방법으로, 직업 커리어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직업능력평가 제도는 훈련의 성과인 지식과 기능이 중심이 되는 평가·공증에
그치지 않고, 커리어를 쌓아서 형성된 실천 능력 평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 이러한 커리어 지원정책의 전개로서, 첫째,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구체적으로
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당면한 중심 과제이며, 위와 같은 민관 협력에 의한 직업교
육훈련 시스템 및 능력평가 시스템의 정비, 커리어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장기적인 직업 생애를 건전한 형태로 지속하기 위
해, 각 연령대에 맞는 능력의 축적 및 발휘가 가능한 환경(평생직업 커리어 지원) 조성을 꼽을
수 있다.

인프라 정비와 효과적 운영

경력 지원 정책

생애 경력 지원

장 마련

직업교육훈련
능력평가
경력 컨설팅
정보 제공 및 수급 조절
안전망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학교
기업
가정 및 지역

3 ) 생애 커리어의 관점에서 정책 전개
-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으로 직업 생애가 장기화하는 한편, 글로벌
화와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근로 방식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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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근로자가 환경 변화와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긴 직업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생애 커리어’의 관점이 정책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활기차게 일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 단계에 맞춰 건강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환
경이 필요하다.

• 청년층 지원
- 20~30대에는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게 실천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만들어 안정적인
고용으로 유도하는 것이 역시 최대의 과제다. 당분간 잡카드 제도를 통한 이론 강의와 기업 실
습을 결합한 교육훈련 기회 및 재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커리어 지원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이 커리어 목표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중도채용 기
준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도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면 30세 때에는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
리를 얻을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 이 밖에도 20~30대 정규직은 근로시간이 길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하기 어렵다. 자기계발을 위한 잔업면제 제도의 보급과 워크라이프 밸런스 정책의 추진 등, 시
간이란 면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중년층 지원
- 능력개발 투자는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많아지는 뒤집힌 U자

형이며, 30~40대 근로자는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과 자기계발 모두 ‘교육훈련의 공백기’에 해

당한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결여와 비관리직의 교육훈련
참여 저조 등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령대의 자영업자 및 자유업 종사자가 전문 연수 중
심의 능력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관리직으로 이어지는 단선적
인 커리어 경로는 이미 무너졌으며, 전문직 제도의 활용 등 커리어 루트의 다양화를 꾀하고, 전
문적인 연수 및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공백의 중년기’를 매울 필요가 있다.

• 고령층 지원
- 고령자의 고용은 200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으로 2013년 정액 부분 기초연금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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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인상되자 이에 따라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65세까지의 고용보장이
기업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실제로 96.6%의 사업장이 이미 조치를 취했고,
60~64세 연령계층의 취업률도 57%로 높아졌다.
- 그러나 평균 수명·건강 수명이 늘어나, 65세가 되어 오랜 세월 근무해 온 회사를 그만둔
다 해도 평균 잔여 수명이 남자는 거의 20년, 여자는 23년이나 된다. 퇴직 후 어떻게 살아갈지
는 평생의 숙제로서 본인은 물론 미래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다. 다행
히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높고 66세 이후에도 일하기 원하는 사람도 53.3%(남성
60.2%)에 이른다. 당분간 후진 양성에 종사하는 일자리 등으로 직업군을 넓혀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희망을 가능한 실현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 등의 근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정책의 중
심이 되고 있다.
- 그러나 고령기가 되면, 의욕 및 능력에서 개인차가 아주 크다. 연금제도와 정년제는 일정
연령에서 은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근로방식에 커다란 왜곡을 가져온다. 오히려, 연금 제도
를 포함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방식이나 정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가능하게 하
는 능력평가, 능력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구하여, 정년제 대신 생애 현역 커리어를 추구하
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또 고령자의 근로 인센티브는 사회와 타인에 대한 공헌,
심신의 건강 유지 등의 경향이 강하다. 근로말고도 NPO 등 사회 공헌으로 원활하게 이행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면서 근로방식에 대한 강습, 적응훈련, 시험적 참
여 등, 상황에 따라 각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 및 기업의 발전을 위한 능력개발
1 ) 신규 성장 분야를 위한 능력개발
- 능력개발정책의 역할 중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필요한
인재 육성 및 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0년에 각의에서 결정된 신성장 전략에서는 간
병·복지, 의료, 육아, 정보통신, 관광, 환경 등이 향후 성장 분야이며, 이들 분야를 위한 인재 육
성과 능력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과 간병은 이미 재직자의 레벨업 훈련
과 입직자를 위한 기초 수준의 훈련 등, 각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이 민간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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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환경 등의 분야는 향후 인재 니즈 파악, 직무 내용 및 필요한 능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훈련 커리큘럼 및 지도 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공통의 인프라로 축적
해 가는 단계에 있다. 이를 위해 인력수요와 능력 파악 및 분석을 위한 공통 언어로서의 노하우
를 보유한 공공직업훈련기관과 산업계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개발된 코스의
시험적인 실시 및 테스트가 끝난 코스를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 활용하고, 훈련 담당 지도원
을 육성·확보하는 등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다.
- 또 이러한 국가 전체의 방향 설정과 더불어 산업·고용 동향은 지역에 따라 복잡·다양하
므로 지역의 산학관 협의회 등에서 지역별 성장 분야를 선정하고, 인재 니즈의 면밀한 파악을
거듭하여 이를 바탕으로 훈련 코스를 설정하며, 기업에서 종업원의 직종 전환 및 능력의 고도
화를 위한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성장 분야에 맞는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현장 기반으로 서서
히 추진하는 방안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 기업이 수행하는 능력
- 최근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투자는 저조하다. 근로자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기업
활동의 새로운 분야 개척과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능력개발 투자는 빼놓을 수 없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긴급 조치로서, 적극적인 인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재투자촉진세
제(교육훈련비를 이전 2개 사업 연도의 평균 금액보다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 비율에 따라 일
정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능력개발 투자가
확대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조성 조치가 거의 사라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인력 투자를 촉진하
기 위해 이러한 감세 조치를 검토하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현재 구체적인 설계를
검토 중인 커리어 등급제에서 기업 실습을 포함한 실천력 육성과 평가·공증 기능을 결합한 제
도를 만들고, 여기에 새로운 조성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금 조성이 크게 삭감되는 가운데, 향후 비용 조성 외에 기업이 능력
개발에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JILPT

조사에 따르면, 능력의 ‘가시화’를 꾀하는 기업일수록 훈련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정책적 함의
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능력과 요구되는 훈련 니즈를 진단하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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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조언 기능(잡카드 센터 지도원 및 영국 기술 브로커 등)을 강화할
수 있다면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인정·표창하여 이들 기업의 브랜드 파워 향상 및 매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
(영국 IiP 등)은 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동시에, 기업이 인재 확보를 위해 능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 이 밖에 능력개발 방법에 OFF-JT나 계획적인 OJT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직장 내 인재육성 능력이 주목받아 왔다. 직장 내 인재육성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직
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상사, 동료, 부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로 능력을 향상시키며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원 감축 및 성과
주의 등으로 직장 내 인재육성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금 직장의 상황
을 검토하여, 이러한 지원 및 참여가 어떠해야 할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적인 커리어 지원정책
으로서 직장 환경을 재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노동시장 기능의 강화
1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훈련 프로듀스 기능의 강화
- 국가 예산 조치가 한정되어, 직접적인 훈련 실시 기능은 지방과 민간으로 무게 중심을 옮
기는 한편, 정부는 일본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질적·양적 확보를 꾀하는 관점에서 직업능
력개발정책의 비전 수립 및 직업훈련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는 프로듀스 기능(종합 조정 기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정비를 위해 ① 국가 전체 및
지역의 훈련수요 파악, 훈련 분야 및 규모 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구축, ② 훈련 커리큘
럼·지도 기법·취업지원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③ 훈련에 관한 정보 제공, 품질 확보, ④ 훈련
지도원 등의 육성 및 확보, ⑤ 직업능력 평가 시스템의 정비, ⑥ 직업훈련 실시 체제의 정비 등
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현재 검토중인 과제로서 훈련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관한 과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는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 교육·훈련의 학습 서비스에 관한 국제 규격 ISO29990」이 2010년 9월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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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해당 규격에서는 훈련 내용 등의 정보 공개 외에 ① 훈련 니즈 파악, 적절한 커리큘럼 개
발, 지도자의 질 확보, 훈련 효과의 평가 등 훈련 서비스에 관한 요구 사항이나, ② 훈련 서비스
사업자의 경영관리 체제 정비, 사업 계획의 작성·기록, 재무관리, 내부 감사 등의 매니지먼트
에 관한 요구 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규격을 근거로 이를 일본 국내에
적용해 나가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평가 기관 및 평가자 육
성 등 일본 국내 규격인정 체제를 조속히 출범시켜, 일본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에 활용할 것으
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공적 직업훈련의 품질 보증 및 향상,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자발적인 품
질 보증 및 향상에 대한 지원, 위탁훈련 및 향후 창설되는 구직자 지원 제도의 훈련실시기관으
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 품질 보증 및 확보 등의 수단으로서 폭넓은 활용이 예
상된다.

2 ) 커리어 등급제의 구축 등에 의한 기능 강화
- 실업자 및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 교육훈련의 자기부담 원칙 재검토, 자기계발 필요성의 증
대 등, 기업 외부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시장 인프라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및 능력평가 시스템 등을 민관 연계를 통해 적절
하게 구축함과 동시에, 직종을 축으로 삼아 이러한 시스템을 기업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잡카드 제도 및 새로운 시도인 커리어 등급 제도를 전략적
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잡카드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카드를 이용한 상담과 능력개발 및 평가를 통해, 프리터 등
의 불안정 취업자를 안정적인 고용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잡카드, 커리어 컨설턴트, 교육훈련기관의 이론 강의와 기업 실습을 결합한 교육
훈련, 능력평가 기준에 의거한 평가 시트를 활용한 평가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패치워크처럼
통합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평가 기준이 기업 안팎으로
침투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잡카드 훈련 및 평가 시트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 사이
에서는 평가 기준을 잡카드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규 졸업자 채용 및 재직근로자의 능력 검증에
활용하거나, 비교적 상급 수준의 재직자에게도 혼합훈련 방식을 실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훈련 및 평가 기준의 기업 침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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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0년 6월에 결정된 ‘신성장 전략’에서 21세기의 일본 부활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
젝트 중 하나로서 새로이 실천적인 직업능력평가·인정 제도(커리어 단수 제도)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영국의 NVQ와 유럽의 EQF 등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① 실
천적인 직업능력 자격의 도입 및 보급, ②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실천적 인재능력 자격’과 ‘학술 자격’의 연계 등을 도모하여, 전반적인 인재의 능력 향
상 및 성장 분야로의 인재 이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연도에 전략의 전체상과 선행 실시
분야(간병 인력, 탄소 매니저, 6차 산업화 인재)가 결정되었다.
-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보인다면, 노동시장의 기능은 비약적으로 향상할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궤도에 오른 잡카드 제도와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잡카드 제도의 혼합훈련 방식 및 평가 시스템을 이에 편
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커리어등급 제도를 구축하거나, 제도를 담당할 업종 단체, 전
문가 집단, 공적 조직을 공통화하여, 민관 협력하에 제도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해 책임지는 체제
를 만드는 등, 상호 제도를 결합하여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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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 인적자원개발

Special Feature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과 평가
왕징 (중국 노동보장과학연구원 부소장)

█

중국의 인력자원개발 현황

인력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인력자
원을 보유한 국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력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인력자원 현황에는 눈
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인력자원 규모 확대
2009년 말 현재 중국의 총 인구는 13억 3,474만 명을 기록했다. 그 중 노동가능인구는 10억
6,969만 명으로 2000년 대비 1억 1,267만 명이 증가했으며, 취업인구는 7억 7,995만 명, 그 중에서
도 도시취업인구는 3억 1,120만 명으로 각각 2000년 대비 5,910만 명, 7,969만 명이 증가했다.

국민 교육수준 향상
중국은 교육 우선의 발전 전략을 통해 현대적 국민교육 제도를 완비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보급 정도의 현저한 제고, 무상의무교육의 전면적 시행, 고등학교 교육 보급률의 대폭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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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의 중점적 강화, 고등교육의 대중화 등이 실현되었으며, 2000년에는 9년제 의무교육
보급 및 청장년층 문맹 퇴치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2009년 중국 전체 일반 고등
학교 재학생은 2,434만 3천 명, 각종 중등 직업학교 재학생은 2,178만 7천 명, 일반 고등교육 4
년제 및 전문대 재학생은 2,144만 7천 명, 대학원 재학생은 140만 5천 명으로 고등교육 총 진학
률(역주 : 해당 교육 단계의 전체 학령인구 대비 재학생 수의 비율)이 24.2%에 달했다. 또한 이
와 같은 교육사업의 전개로 취업인구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2008년 말 현재 중국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피교육연한은 8.7년 이상, 주요 노동연령인구의 평균 피교육연한은 9.5년(이
중 고등교육 비율은 9.9%), 신규 노동력 평균 피교육연한은 12.4년에 달했다.

인력자원의 산업별 분포 변화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1차산업의 취업인구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3차 산
업의 취업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1,2,3차 산업의 취업인구 비중은 2000년의
50.0 : 22.5 : 27.5에서 2009년 38.1 : 27.8 : 34.1로 변동되었다.

인재자원개발의 적극적 진전
인재란, 일정한 전문 지식 또는 전문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창조적 노동으로 사회에 기여하
는 사람으로서 인력자원 중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노동자를 지칭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당정
인재, 기업경영 인재, 전문기술 인재, 고기능 인재, 농촌 실용 인재 및 사회사업 인재 등, 각 분야
의 인재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 방침과 정책을 마련, 시행하였다. 그리
고 다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전체 인재 수의 부단한 증가, 인재 수준의 현저한 제고, 인재 구조의
추가적 고도화, 인재 활용 효과의 점진적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08년 말 현재
중국 전체의 인재 수는 1억 1,400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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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개발을 위한 점진적 환경 개선
사회경제의 지속적이고도 빠른 발전에 따라 도농 주민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구체
적으로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49년 100위안 이하에서 2008년 1만 5,781위안으로
늘어났으며,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은 1949년 44위안에서 2008년 4,761위안으로 늘어났다.
한편, 공중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 개선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2009년 말 현재 중국 전체 보건기구는 28만 9천 개소, 보건기술인력은
522만 명, 병의원 및 보건소 침상 수는 369만 개에 달했다. 이 밖에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 구축사업의 대대적 추진과 도농 주민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사업의 가속화 등,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말 현재 도시 기초연금 가입
자 수는 2억 5,707만 명, 도시근로자 기초 의료보험, 도시주민 기초 의료보험 및 신형 농촌 합작
의료보험의 총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12억 명 이상, 2010년 말 실업·산재·출산육아보험 가
입자 수는 각각 1억 3,376만 명, 1억 6,161만 명, 1억 2,336만 명에 달했다. 또한 최저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2009년 말 현재 2,347만 7천 명의 도시 주민과 4,759만 3천 명의 농촌 주민이
정부로부터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받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인력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취업, 훈련, 인력자원
배치, 인재 육성, 노동관계, 사회보장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 인력을 구성해 프로젝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인력자원개발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은 크게 국가적 법률과 규정, 정부 기획 또는 계획, 그리고 국무원
및 관계 부처에서 정하는 행정규칙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현된다. 또한 지방정부도 인력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법률·규정 또는 중앙정부의 기획·계획에 의거해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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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개발 관련 법률 및 규정
중국은 줄곧 법에 의한 국가통치 방침과 전략에 따라 민주 입법과 과학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력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왔다. 그리고 다년간에 걸친
발전을 통해 중국은 헌법이라는 근간과 노동법, 공무원법, 교육법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취업촉
진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중심이 되고 기타 개별법과 행정규칙 등이 중요 구성
요소가 되는 인력자원개발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였다.
취업 확대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을 반
포한 이래,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을 통해 취업환경 조성, 직업훈련 실시, 취업기회 확대를 실현
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2007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을 반포,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을 통한 취업, 정부의 취업촉진’이라는 국가적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취업촉진에 관한 정부 책임 제도 구축, 취업촉진에 유리한 산업·투자·재정
및 조세정책 시행, 종합적인 도농·지역·각 사회계층의 취업 확대, 실업조기경보제도 마련,
공공취업서비스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였다. 상기 법률의 시행은 경제 발전과
취업촉진 사이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촉진법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및 현 이상 단위
의 지방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및 시장의 요구에 따른 인력자원개발 계획을 마련,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계획에 따라 국가 및 현 이상 단위의 지방정부는 각종 직업대학 및 전문대학,
직업기능 훈련기관 및 인력고용업체가 법률에 따라 취업 전 훈련, 재직 중 훈련, 재취업훈련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장려 및 지원해야 하며, 노동자에게는 각종 형태의 훈련 참여, 기업에
게는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를 권장해야 한다. 또한 직업대학 및 전문대학, 직업기능 훈련기관
은 산학 연계와 실용 인재 및 숙련노동자 육성에 있어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교육비용을 마련해 노동자를 위한 직업기능훈련과 계속교육훈
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본법은 효과적인 노동예비제도(역주 : 신규 노동력을 비롯한 구직
자에게 취업 전 1~3년 동안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자격을 취득
하거나 직업기능을 습득하게 한 후 노동시장을 통해 고용을 실현하는 제도) 구축을 위한 국가
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중고교 졸업생이 필요한 자격이나 일정 기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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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록 정부에서 일정 기한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훈련을
통해 실업자의 직업기능 향상과 취업 및 창업 역량 제고를 장려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하는데,
실업자가 취업훈련에 참여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의 교육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나아가 정부는 도시로 이주 취업하는 농촌 노동자가 기능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 유도하고, 각
종 훈련기관에서 도시로 이주 취업하는 농촌 노동자를 위해 기능훈련을 실시, 이들의 직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본법은 공공안전, 국민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 등에 관련된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직업자격증 제도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력자원개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995년 이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
법」, 「중화인민공화국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사립교육촉진법」 등 법률을 반포, 각급 그리
고 각종의 직업대학 및 전문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직업훈련제도
를 완비하고, 단계별 교육의 상호 연계,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상호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직

[그림 1] 중국의 직업교육체계

직업교육체계

직업학교교육

고등직업학교

직업훈련

중등직업학교

재직 중 훈련

취업 전 훈련

재취업훈련

중등전문학교

향상훈련

창업훈련

직업고등학교

전직훈련

노동예비제

기능공학교
(기사대학)

농민공훈련

장애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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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 및 훈련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그림 1 참조).

인력자원개발 기획(계획)
인력자원개발계획은 중국 정부에서 인력자원개발정책을 반포 시행하는 또 하나의 경로이
자 방식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발전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반포 시행하
고,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계획을 끊임없이 수립해 왔다.
특히 2011년 국민경제발전에 관한 12차 5개년 계획이 시행에 들어가자 중국 정부는 이를 위

해 ‘국가중장기인재개발계획요강(2010~2020년)’,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개발에관한계획요강

(2010~2020년)’, ‘고기능인재양성중장기계획(2010~2020년)’, ‘인력자원과사회보장사업추진에

관한12차5개년계획요강’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상기 계획들은 각도는 다르지만 모두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지도 방침, 목표, 시행 전략, 부대 정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력자원개발 관련 계획에 따라 중국 정부 내 관계 부처에서는 각 시기별로 일련의 구
체적인 계획, 시행 방안 또는 조치들을 차례로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제9차 5개년 계획과 10차
5개년 계획 기간, 즉 1998~2000년과 2001~2003년 당시 국유기업 개혁으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자 중앙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3년간 천만 명’ 재취업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고기능인재진흥계획시행방안’, ‘신기사육성유도계획’, ‘국가기능자격인도계
획’, ‘도시기능재취업계획및역량창업계획’, ‘농촌노동력기능취업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상기 계

획이나 시행방안 등은 인력자원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에 구체적이고도 매우 효율적인 동
력으로 작용했다.

인력자원개발정책의 체계
중국 국무원이나 중앙정부 관계 부처에서 반포 시행하는 행정규칙은 인력자원개발정책의 세

번째 구현 방식이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에서 반포 시행한 2006년 ‘고기능인

력추가확대사업에관한의견’, 2010년 ‘직업훈련강화를통한취업촉진에관한국무원의견’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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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체계
중국 인력자원개발체계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자격증 제도
기능감정

직업표준

직업분류

기업훈련

실습기지

교사양성

교재개발

교육훈련기관

직업기능대회

기능인재 표창

것이다.
중국 인력자원개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건국 60여 년에 걸친 발전, 특히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 선진국의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앞선 경험을 적

극 도입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시 ‘취업 중심’, ‘취업을 위한 훈련’이라는 원칙을
시종일관 고수해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위해 도입한 방침이 첫째, ‘선훈련-후취업’,

‘선훈련-후채용’과, 둘째, ‘학위증명서, 훈련증명서, 직업자격증명서 동일 대우’다. 중국 정부는

상기 원칙하에 중국 특유의 인력자원개발체계(그림 2 참조)를 수립 완비하고, 이를 토대로 일련
의 부대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해당 체계를 부단히 완성시켜 왔다.
제반 인력자원개발정책은 그 기능과 정책 대상에 따라 중심 정책, 기반 정책, 보조 정책이라
는 3대 공공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심 정책
이른바 중심 정책이란 주로 직업학교 교육, 직업훈련을 위해 마련된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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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은 인력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식이며 이를 위한 정부 정
책 역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정책은 인력자원개발정책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예를 들
면 직업학교 교육 중에는 기능공대학 및 전문대학(기사전문대학 포함) 육성 개혁관련 정책이
있으며, 직업훈련 중에는 취업에 따라 취업 전 훈련, 노동예비제 훈련, 창업 훈련, 농민공 훈련,
장애인 훈련과 취업 후 진행되는 재직 중 근로자 훈련, 실업자 훈련, 전직 훈련 정책 등이 있다.
상기 정책의 특징은 시대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
라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해 해당 시기의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거나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9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전 세계 금융위기

가 중국 기업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직업훈련시행계획에관한통
지’는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실직한 귀향 농민공, 도시 실업자, 신성장 노동력이라는 4가지 유
형의 인력을 위한 집중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보장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또

2010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상기 정책에 따라 발표한 ‘특별직업훈련추가시행계
획에관한통지’는 특별직업훈련 시행계획이 취업촉진과 서비스경제 육성에서 출발해 기업의 농
민공 훈련 부담, 노동예비제 훈련, 창업 훈련 등을 중심으로 자금 추가 투입, 훈련 규모 적정 확

대, 교육 수준과 효과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취업으로 직결되는 훈련’, ‘훈련이 수반되는 취업’이
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한편, 2010년 국무원은 저간의 중국 직업훈련 현황과 국가중장기인재개발계획요강의 실현

이라는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강화를통한취업촉진에관한의견’을 발표하고, 향후 중국의 직업
훈련사업에 관한 구체적 정책과 조치를 제시하였다.

기반 정책
이른바 기반 정책이란, 주로 정부가 인력자원개발사업 중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가직업분류대전(표 1 참조) 제(개)정, 국가직업표준 및 등급
(그림 3 참조) 제정, 직업기능 감정관리(그림 4 참조), 직업학교 개설 및 평가 기준, 직업학교 교
사 양성, 교재 개발, 전공 개설, 교육학습과정 개혁, 공공실습센터 마련의 관련된 정책 등이 그
것이다. 상기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행 기간, 방대한 수량, 세밀한 규정, 높은 시행 가능
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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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직업분류대전
대분류번호

대분류명

중분류

소분류

계열유형(직업)

5

16

25

14

115

379

1

국가기관, 당 조직, 기업 책임자

2

전문기술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및 관련 종사자

4

12

45

4

상업, 서비스업 종사자

8

43

147

5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생산 종사자

6

30

121

6

생산 및 운송 설비 조작 종사자 및 관련 종사자

27

195

1,119

7

군인

1

1

1

8

기타 분류하기 어려운 작업 종사자

1

1

1

66

413

1,838

전체

8

[그림 3] 국가 직업표준등급
국가직업
자격1급
고급기사

국가직업자격
2급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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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과 특수 기능을 숙련되게 운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 작업 중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
하고 해당 직업의 고난도 기술 조작과 공법상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술적 한계 극복, 공법 혁신, 기술 개혁
에 있어 창조와 혁신이 가능하다. 기술 개선, 기술 혁신, 전문기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원 배분 능력이 있다.

기본 기능과 전문 기능을 숙련되게 운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 작업 중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
하고 해당 직업의 핵심적 조작과 공법상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술적 한계 극복, 공법 혁신, 기술 개혁에 있
어 창조와 혁신이 가능하다. 타인의 작업을 지도하거나 일반 조작 인력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자원
배분 능력이 있다.

국가직업자격
3급고급
기능공

기본 기능과 전문 기능을 숙련되게 운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 작업 중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타인의 작업을 지도하거나 일반 조작 인력 교육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다.

국가직업자격
4급중급
기능공

기본 기능을 숙련되게 운용하여 해당 직업에서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전문 기능을 운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 타인과 협력할 수 있다.

국가직업자격
5급초급
기능공

기본 기능을 운용하여 해당 직업에서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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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업자격증 관리체제

성 단위 인력자원
보장부처
직업능력
양성국

훈련(훈련취업)처

국가기능
감정소

성단위감정
지도센터

지방기능
감정분소

노동보장
사업기구
산업주무부처
산업감정
지도센터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산업특수직종
감정분소

국무원 직속국
또는위원회
관할국

산업감정
지도센터

산업특수직종
감정분소

국무원 직속
총공사

산업감정
지도센터

산업특수직종
감정분소

군계열
(기술병)
직업 기능
감정 센터

중앙직속 또는
국무원 계열

해방군 총참
군무부
군감정
위원회

군계열기능
감정분소

중앙직속기관
노동심사위원회

노동심사기구

국무원관할국
노동심사위원회

노동심사기구

상기 정책은 직업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정책 및 보장 정책으로서 필수
적인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분야의 정책을 계획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인력자원개발
의 토대를 점차 완비해 나가고 있으며, 관리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점차 적응
하여 갈수록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보조 정책
이른바 보조 정책이란, 주로 정부가 인력자원개발을 전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효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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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의 촉진 내지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관련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직업기능대회 제도, 기
능인재표창제도 등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는 1993년부터 2년마다 한 차례씩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를 개최, 이미 이를 제도화
했으며, 각종 국내 대회 수상자와 세계 선진국의 기능선수 간 기술교류(한국, 프랑스 등)를 계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4대 직종의 선수를 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청년직업기능대회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1995년부터 ‘중화기능대상’, ‘전국기술인’과 같은 심사
평가표창제도를 실시, 2년마다 한 차례씩 선정된 참가자들에게 유·무형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기 정책들은 직업훈련제도, 직업자격증제도와 어우러져 하나의 완비된 정책 체계로서
상호 보완 및 촉진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십 수년의 시행착오 결과, 정책이 이미 성숙기에 진
입함에 따라 사회 각계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우수기능 노동자를 배출하는 기
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국가기능인재육성특별공로상’을 시행, 기능인재 육성사업에

두드러진 공로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전문대학, 공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2006년 전국노총(중화전국총공회) 등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중국고기능모범인재’
10인을 최초로 선정, 기업의 근로자들이 모범인재나 기능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
문했으며, 2010년에는 2차 고기능 모범인재 10인을 선정한 바 있다. 이 밖에 정부는 2008년부
터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고기능인재를 국무원의 정부 특별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
미 400명이 최초로 선정되어 국무원 표창 및 정부 특별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각 지방정부, 산업기구, 사회단체, 대기업, 직업학교 역시 범위는 다르지만 각종 기능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기능의 습득·향상과 더 많은 기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훈련 참여를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자 해

당 지역의 장려정책 제정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면, 산둥성 정부의 ‘수석기사 선발제도’, 베이
징 등 성 및 시 정부와 대기업에서 마련한 수상 경력이 있는 기능인재장려제도, 지방 기사·고
급기사 특별보조금 정책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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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개발 프로그램(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종 인력자원개발 계획에 따라 다수의 부대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
정책의 구체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에서 마련한 별도의 부대 자
금을 지원받으며, 일반적으로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지방정부로부터도 그에 상
응하는 부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중장기인재개발계획요강(2010~2020)’에서 정한 국가 차원의 기능인재사업

본부 설립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은 2020년까지 기능인재사업본부 1,000여 곳을 마련할 계획이

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재정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국가차원기능
인재사업본부설립프로그램시행관련문제에대한통지’를 별도로 발표했다. 이 밖의 정부 추진 부

대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고기능인재동부지역훈련사업’, 2011년부터 시행 중
인 ‘국가차원고기능인재훈련기지조성프로그램’ 등이 있다.

█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3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은 갈수록 체계가 완비되는 가
운데 점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으며, 시행 효과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의 주요 효과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원칙, 즉 ‘취업 중심’, ‘취업을 위한 훈련’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제도적 보장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각종 직업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에 전면적
으로 적용되어 교육훈련이 생산활동뿐 아니라 취업과도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중국의 기능인재에 대한 공적 평가기준, 즉 직업자격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교
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은 물론, 기능인재 성장의 채널로서 노동시장의 육성과 보완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했다. 또한 관련 법에 정식으로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시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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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와 직업표준이 제정되고 직업기능 감정에 관한 관리제도, 관리체계, 관리기구가 설립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중국 전체 직업기능감정기관은 총
9,538개소, 심사평가원은 23만 2천 명, 당해 연도 감정(심사평가) 참가자는 총 1,492만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 초급 기능공 감정 참가자는 603만여 명, 중급 기능공 감정 참가자는 611만여
명, 고급 기능공 감정 참가자는 212만여 명, 기사 감정 참가자는 54만여 명, 고급기사 감정 참가
자는 11만여 명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직업자격증 제도의 시행은 중국의 기능노동자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고기능인재의 육성·평가·활용을 통해 인력자원개발사업의 질적·양적 발전, 불합리했던
기능인재 구조 개선, 고기능인재에 대한 수요 부족 해소, 기능인재 전반의 건강한 발전이 이루
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노동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 통계
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중국의 고기능인재는 2,631만 명으로 2004년 말 대비 771만 명, 약
40%가 증가했으며, 전체 기능노동자 중 고기능인재의 비중은 24.7%에 달했다.
인력자원개발에 있어 정부, 기업, 직업학교와 노동자 개인의 포지션을 확립함으로써 사회 각
계의 적극적인 인력자원개발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인력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 기능에 대한 부분적 조정 외에도 정부가 경제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
즉 정책 유도, 인프라 건설, 자금 지원 등을 책임지고, 시장에 부족한 인재 육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지원 등을 적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고기능인재의 육성,
평가, 장려 등을 위한 정책 결합과 실업자, 농민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보조금
지급 등 관련 정책의 반포 시행을 통해 중국 인력자원개발은 전반적으로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
었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 노동자, 훈련기관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부단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두었다.

중국 인력자원개발의 문제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이 끊임없이 보완되기는 하지만 중국 내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과 큰 폭의 격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정책들이 전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
농 간에 인력자원개발의 기반 여건, 예를 들면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설과 설비, 교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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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습 환경 등에서 기능 습득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도시화 과정에 있으며, 다수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공은 도시 유입 이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주로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그 결과 도시 이주를 통해 진정한 도시 주민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농민공 훈련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 직업훈련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
민공은 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훈련시키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민공
훈련은 향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전통 가치관의 영향과 현재 중국의 도농 간, 지역 간, 그리고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사이
에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로 인해 기능인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학벌만을
우대하고 직업기능을 천시하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직업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직업학교의 신입생 충원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다. 또한 이로 인해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새로운 취업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가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 대해서도 인력자원개발 비용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
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력자원개발에 소극적이고 인력자원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도 심각하

게 부족하거나 심지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직업학교와 기업 간 ‘학(교)-기(업)

협력’, ‘산(업)-교(육) 연계’ 제도 역시 기업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명확한 규정을 마련, 기업에서 ‘학-기 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력자원개발은 국가경제 도약의 원동력이고, 인력자원개발정책은 정부 사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타 관련 정책의 지원과 뒷받침을 필요로 하며, 양자
는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가 산업정책, 교육정책, 재정정책 등이
그러하다. 현재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에 대한 교육정책과 재정정책의 지원 및 협력은 아직

확대될 여지가 많다. 현실의 교육정책은 여전히 중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과 ‘시험 위주’의
구습을 되풀이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 함양을 크게 방해하거나 오도하고 있으며, 재정정책은
인력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 재정 투입의 방향 및 유도 작용, 사용 효과 등 그 어느 측면에
서도 인력자원개발의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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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비공식 고용 : 현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
Colin C Williams (영국 세필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ara Nadin (영국 세필드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머리말

유럽연합(EU) 내에 비공식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비공
식 근로자를 공식화하는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비공식 고용 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공식 고용의 이유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내 비공식 고용의 규모와 성격을 평가하고, 그 다음 비공식 고용에 대처하
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적 접근방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저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와 비공식 인력을 공식화하는 사용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인
하해 주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유럽연합 내 비공식 고용의 규모와 성격

유럽연합에서 비공식 고용이란, 세금, 급여 및 또는 노동법 관련하여 공공당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모든 의미에서는 합법적인, 보수가 지급되는 활동을 가리킨다. 지
금까지는 비공식 경제의 특성과 비공식 고용 참가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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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내에서 이러한 ‘지하경제’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는 거의 불가
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 유럽연합 27개국에서
26,665건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비공식 고용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기
에서 그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5%는 조사 시점 이전 12개월 동안 비공식 고용에 종사한 바 있었
다. 지난 12개월간 평균 비공식 근로기간은 약 200시간이었으며, 연평균 소득은 3,294유로 이
는 유럽연합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평균하였을 때 1인당 164유로의 연간 소득을 의미한다. 이
조사는 해당 근로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거의 논의된 바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전체 비공식 고용의 다수(55%)는 친구, 친지, 지인
및 이웃을 위해 자체적으로(on an own-account basis), 20%는 기타 개인 또는 가구를 위해 자
영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20%만 비공식 임금고용이었고 나머지 5%는 그 유형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발견은 유럽연합 내 비공식 고용의 대다수가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비공식 고용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
다 훨씬 더 가족적·공동체적 유대감에 의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 고용 참여 동기
그렇다면, 왜 비공식 근로자들은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가? 또한 왜 사람들은 공식 경
제가 아니라 비공식 경제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는가? 오랫 동안 비공식 고용의
제공자와 사용자-구매자는 오로지 금전적 이득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합리적인 경제
적 주체로 여겨졌다. 그들은 비공식 고용을 제공하거나 비공식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을 적발
시 처벌 수준과 적발 위험을 고려한 비용과 비교한 후에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기로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린다는 견해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
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용-편익 비율을 바꾸는 데 목표를 두었다.
위와 같이 비공식 고용의 근본적 동기를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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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차원의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
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공식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들의 25%만이 단순히 비
용절감을 이유로 들었으며, 그보다 더 많은 41%는 비용이 비공식 근로자 고용의 주된, 또는 부
분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비공식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
나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공식 경제로는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공
식 고용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식 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 경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함으로는 가장 먼저 공식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유용성(availability)과 신뢰도(reliability)에 있어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다양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체가 충분치 않거나, 그러한 업체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 고용 사용자의 10%가 이러한 점을 비공식 근로자 고용의 이유로 들었
다. 공식 경제의 또 다른 결함으로는 느린 공급 속도가 지적되었다. 비공식 경제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속도가 더 빠르다는 주장이 많았다. 비공식 고용 사용자의 약 21%가 이러한 속
도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공식 경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함은 공급의 질과 관련된다. 약
8%는 비공식 고용의 경우에 공급의 질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
공식 고용 사용자에게 있어 비공식 고용 증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의
유용성, 속도, 신뢰도, 질적인 측면에서 공식 경제가 안고 있는 결함을 해결하는 것과 더 관련이
깊다. 이러한 결함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공식 경제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
될 것이다.
비공식 고용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이며 재분배적인 이유다. 우선적으로 비공식
고용 사용자들은 주로 그 근로자들에게 (가령,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금전을 재분배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한다. 실제로 약 11%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비공식 근로자
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사회적인 이유인데, 비공식 고용 사용자의 14%가
친구, 친지, 동료와 지인을 위한, 또는 그들에 의한 호의로 비공식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비공식 근로자 고용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분명한 점은 사용자들이 반드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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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아니며 비용-편익 계산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
려, 그들은 공식 경제의 결함에 의해서 그러한 형태의 고용을 택하였으며, 사회적·재분배적
이유에 의해 비공식 고용을 이용하는 사회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근로자의 경우도 역시 여러 이유에 의해 비공식 취업을 택하고 있다.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비공식 취업 선택의 이유인 경우는 겨우 5%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비공식 고용이 합리적인 경제적 주체에 의해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결정인 경우는 거의 없다.
비공식 취업에는 다른 이유들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
경제의 결함이 그 이유로 종종 거론된다. 비공식 근로자의 약 16%는 공식 경제에서 취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3%는 세금과 사회기여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8%는 공식 경제의 지나치
게 복잡한 관료주의와 비능률적 절차 때문에, 5%는 국가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공식 취업을 택했다고 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들이 인용되었다. 약 23%는 단지 계절적인 작업이어서 신고할 가치가 없
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일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16%는 해당 지역·부문에서는 비공식 고용이
일반적이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12%는 신고 담당자가 비신고를 고집했
기 때문에, 47%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공식 근로자가 되었다고 답
했다.
비공식 근로자의 사용자 측과 비공식 근로자 측의 이러한 설명은, 비공식 고용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비공식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

비공식 고용 문제 해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미
이행건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전통적인 억제법(deterrence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이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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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공식 근로에 대한 정책적 접근
접근법

억제

이행 유도

방법

대책

적발 강화

데이터 매칭 및 공유
협력 전략(joining-up strategy)
협력 사업(joining-up operations)

처벌

기피건 처벌 강화

예방책

이행 절차 간소화
직·간접적 세금 우대
자영업으로의 원활한 전환
새로운 근로 범주 도입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개발

치유책

사용자·구매자 인센티브
- 서비스 바우처(service vouchers)
- 특별 직접세(targeted direct taxes)
- 특별 간접세(targeted indirect taxes)
공급자 인센티브
- 사회전반적 사면(society-wide amnesties)
- 자발적 공개voluntary disclosure
- 기업 자문 및 지원 서비스

이행 강화

공식 근로의 혜택 강화
교육
동료 간 감시 (peer-to-peer surveillance)
공정 세제
절차상 정의
재분배상 정의

태도를 가능케 하는 데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법(Small Business Council, 2004; Williams, 2006;
Williams & Renooy, 2009)이다. <표 1>은 각 접근법과 관련된 정책과 구상안을 개략적으로 보
여준다.

억제법
비공식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으로 이용되었던 지배적 방식은 억제법이었다.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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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이행건을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미이
행자를 납세 회피로 인한 이득이 적발시 처벌에 의한 예상 비용보다 크다면 계속 납세를 기피
하는 ‘합리적 경제적 주체’로 보고,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거나 비공식 취업을 고려하는 자가 염
두에 두고 있는 비용-편익 비율을 바꿈으로써 비공식 고용 참여도를 억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공식 고용 참여에 따른 실제 및 예상 위험 및 비용을 높이
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략 조정, 사업 및 데이터 공유 개선을 통해) 실제 및 예상

적발 비율을 높이고, 다음으로는 적발건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따라서 억제법은 ‘불

량한 (미이행) 태도’를 취하는 이들의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 처벌이라는 ‘채찍’을 사용함으로써

태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접근법이다.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유도적 접근(enabling approach)
그러나 최근 몇 십 년간은 비공식 고용 문제 해법으로 유도적 접근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가 기업가적 자질을 보이며 자영
업자로 일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동은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재
인식되었고 그러한 사업에 대해 억제적 방안을 가하는 대신에 공식 경제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예방적 대책으로 미이행건 발생을 애초에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대책에는 직·간
접적 세금 우대, 원활한 자영업 전환 방안 개발과 함께, 이행 절차 간소화, 새로운 합법적 근로
범주 도입, 기업 지원 및 자문 제공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이미 비공식 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공식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적 대책이 있다.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경우에 대해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사
면 제공, 공식화 노력을 지원하는 기업 자문 및 지원 제공, 공식 근로를 이용하는 사용자 및 또
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특별 직·간접세 우대 제공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지속적 이행(commitment)을 위한 대책으로, 조세 윤리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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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다. 이러한 대책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합법적 사업 종사에 따르는 인센티브뿐만 아
니라 조세 교육, 공식 근로의 혜택에 관한 홍보, 동료 간 감시, 조세 공정성, 절차상 정의 및 재분
배상 정의 추구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접근방식은 둘 중 하나만 택하여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
다. 가령, 정부는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합법적 분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
브(사면 또는 사회보험료 인하)를 도입하고, 이후 미이행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 더 강력한 제
재를 가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 대해 조세 윤리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
을 실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이론적으로는 서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실제로도 그러한가가 문제다. 유
럽연합 국가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가지 접근법 또는 해당 대
책들에 더 비중을 두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단지 말로만 그치고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유럽
연합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한다.

█

유럽연합에서 비공식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된 정책

2003년 7월 22일에 채택된 비공식 근로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 고용 가이드라인 제9호
(European Commission’s Employment Guideline)는 회원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접근에 관해 다
음과 같이 매우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회원국은 비공식 고용을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동과 조치를 개발·실시하여야 하며, 이
러한 행동과 조치로서 사업 환경의 간소화, 세제 및 급여 체계의 저해 요인 제거 및 적절한 인센
티브 제공, 법집행 개선 및 제재 조치 적용 등이 절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비공식 고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집행 개선 및 제재 적용’의 형태로 미이행건

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유도적 방안, 즉 ‘사업 환경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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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요인 제거’, ‘세제 및 급여 체계에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억제 대책과, 이행을 가능케 하는 예방적·치유적 대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주요 대책은 조세 윤리에 대한 충성도를 촉

진하는 대책이다. 그러나 이 대책도 이후 2007년에 공표된 ‘비공식 근로에 관한 2차 통신문(2nd
Communication on Undeclared Work)’에 포함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7).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 지침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각 회원국의
2001년과 2003년 국가고용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Employment)과 2005~2008
년 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s)을 분석하였다(그림 1). 그 다음으로 그 분
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에 관한 국제적 검토 자료들, 즉
유럽고용관측소(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의 2004년과 2007년 검토서(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2004, 2007), 유럽노사관계관측소(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의 비공식 고용 조사 결과(EIRO, 2005)를 분석하였다.
고용 가이드라인 제9호가 공표되기 전 2001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접근법으로서는 억
제법(주로 처벌보다는 단속 강화를 통해)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국가에서 예방책을 취하고 있
었다. 그러나 2003년 고용 가이드라인 제9호가 공표된 이후 미이행건 처벌과 예방적 대책이 더
[그림 1] 유럽연합 27개국의 비공식 고용 문제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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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행을 가능케 하는 치유적 대책도 더 많은 회원국에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 국가들의 공통점은 조세 윤리의 성실한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가 ‘Stepping up the Fight Against Undeclared

Work’를 통해 조세 윤리 강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의 활용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바뀔 것
으로 보인다(European Commission, 2007).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단순히 여러 다른 정책들이 각 회원국과 관련하여
위의 문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소규모의 시범적 조치
들도 대규모 주력 사업과 같은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각 국가에서 여러 다른 정책

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중이 주어져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채찍’ 유형의 조

치를 통해 미이행건을 처벌하던 방식에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 유형의 유도 조치로 이

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분석에서 밝히고 있는 정도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석에 의하면 미이행 처벌, 다시 말해 억제적 접근법이 더 이상 유일
한 비공식 근로 대처 방안이 아니며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비공식 근로 해결 수단으로서 사용자 사회보험료 인하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비공식 인력을 공식화하는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인하해 주
는 것도 비공식 근로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유럽연합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는 2001년 10월부
터 2003년 2월까지 ‘정규직 캠페인(Regularization Campaign)’을 벌였다. 이에 따라 세금, 사회보

험료 등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용자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로 적
응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급 연금 납부액과 향후 3년간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인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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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액수 대신 원래 부과
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100% 내야만 했다. 이 전체 기간 동안 약 1,794명의 사용자가 참여하
여 3,854명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공식화)되었다(Meldolesi, 2003). 당초 이탈리아 정부

는 훨씬 높은 규모의 공식화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비록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한 ‘간

접적’ 또는 ‘침묵의’ 정규화 효과를 가져왔다. 경기침체기였던 2001년 10월과 2002년 10월 사

이에 전국적으로 385,000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등록되었다. 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근로자 정규화 양식 제출을 꺼려하면

서도 결국 정규화하였고 간접적으로 ‘침묵의’ 공식화 과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Williams &

Renooy, 2009).
2006년에 이탈리아에서 또 한 차례의 정규화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사용자들은 사회복지분
담금과 보험료 납부 규정 이행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의무를 면제받았다. 결
과적으로 이러한 ‘정규직화’ 계약을 통해 10,000여 명의 근로자가 정규직화되었다(Williams &
Renooy, 2009).
이 방안이 논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
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수준은 비공식 고용를 사용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
문에 사회보험료 인하는 전체 비공식 근로 중 작은 일부만을 해결할 뿐이다. 이러한 정책 방안
은 비공식 근로의 다른 많은 이유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이유들은 공식 경
제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함, 즉 공식화된 일자리의 부족, 공식 경제 내 근로와 관련된 관료주의와
함께 유용성, 속도, 신뢰성, 상품과 서비스 공급의 질이 낮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사회적·문화적 이유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기도 한다.

>>

_51

In Depth Analysis
참고문헌
•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2005), Thematic Issue: Industrial relations and

undeclared work, http://eurofound.europa.eu/eiro/thematicfeature11.html (last accessed 15th
February 2011).
• European Commission(2007), Stepping up the Fight Against Undeclared Work COM(2007)

628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2004), 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Review,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Autumn 2004.
• 

(2007), 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Review,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Meldolesi, L.(2003), “Policy for the Regulation of the Underground Economy and
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Conditions in Italy 1(1), pp. 89~116.
• Small Business Council(2004), Small Business in the Informal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

to the formal economy, London: Small Business Council.
• Williams, C.C.(2006), The Hidden Enterprise Culture: Entrepreneurship in the underground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 Williams, C.C. and P. Renooy(2009), Measures to Combat Undeclared Work in 27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nd Norway,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Dublin.

52_

2011년 11월호 <<

In Depth Analysis

2011년 11월호 pp.53~64
ⓒ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 심층분석

프랑스‘공무원의 사회적 대화
혁신관련 법’과 공무원 선거의 판도
손영우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전임교수)

█

머리말

본 글은 프랑스 공무원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는 「공무원의 사
회적 대화 혁신관련 2010년 7월 5일 법」1)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리하는 목적을 갖는다. 프
랑스의 공무원부문은 국가공무원(fonction publique d’Etat), 지방공무원(fonction publique
térritoriale), 의료공무원(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등 세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528만 명(2010년 전체 고용
중 22%)2)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이 제정된 배경은 민간부문의 사회적 대화 혁신에 보조를 맞추
기 위한 의도였는데, 민간부문은 지난 2008년 4월 10일 협약 이후 2008년 8월 20일 전반적인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법안3)을 제정하여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에 공직 분야 역시 지난 2008

1) Loi n° 2010-751 du 5 juillet 2010 relative à la rénovation du dialogue social com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본 법안 내용은 양승엽, “프랑스 기업의 사회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5월호에서 민간기업의 사회적 대화 흐름과 함께 일부 언급된
바가 있으나, 본 글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다룬다.
2) 공직부. prérapport 2009~2010.
3) Loi n° 2008-789 du 20 aout 2008 portant rénovation de la démocratie sociale et réforme du temps de
travail. 이 내용에 대해선 이정원, “프랑스 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1), 국제
노동브리프. 2008년 9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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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2일, 공무원부문의 대표노조 8개 중 6개 노조4)가 서명한 최초의 공무원 협약인 ‘베르시
협약(accords de Bercy du 2 juin 2008)’을 맺었고, 이 협약이 이번 법안을 통해 제도화된 것이다.
본 법안의 기본 골격으로 첫째, 기존의 공무원 교섭의 의제가 임금체계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오던 것을 근로편성, 근로조건, 재교육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둘째, 교섭 수준 역시 전국교섭에
한정되어 진행되던 것을 전국, 부처, 기관, 지역별로 다원화하였으며, 셋째, 교섭 주체 역시 정
규직 공무원에서 계약직까지 포괄하는 등 대상을 넓혔다. 그 외, 그간 부문별로 다양하게 구성
되던 자문기구를 전반적으로 통일하였다. 본 글에선 이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개정된 법에
따라 얼마 전 2011년 10월 20일에 진행된 일부 공무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

사회적 대화에서 교섭의 역할 증진

교섭 주제의 확대
기존의 프랑스 공무원노조에게 교섭은 ‘임금체계’에 한해 전국 수준에서 허용되었었다(Art.8,
1983년 7월 14일법). 다만, 근로편재와 근로조건, 경영 관련 문제에 대해선 교섭이 아닌 공무원
자문기구 내에서 해당 책임자와 논의할 수 있었다.5)
이번 법안은 공무원부문에서 노조의 교섭권을 확장·세분화하였다. 먼저 공무원노조는 공무

4) 본 협약에 대해 대표공무원노조 중 CGT, CFDT, UNSA, FSU, Solidaires(SUD), CGC가 서명하고, FO
와 CFTC가 서명하지 않았다. FO는 한편으로 공무원합동회의의 설립, 교섭 주체의 확대, 유리의 원칙
의 확인 및 지속에 대해 지지를 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표성 기준, 다수협약의 원리, 동수제도의
폐지에 따른 공무원부문의 특수성 무시, 노조의 다원주의를 억압, 교섭에서 정부 권한의 강화 위험을
지적하며 반대를 표명하였다(Circulaire UIAFP-FO 2010-07).
5) 프랑스 공무원의 대화구조는 교섭과 자문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공무원의 이중적 대

화창구와 2010년 7월 5일 법 이전의 공무원 교섭에 관련해서는 조용만 (2006), “프랑스 공무원 노사갈
등과 한국적 함의”, 서울행정학회·한국행정연구원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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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임금과 구매력과 관련한 주제뿐만 아니라(Art.1, 2010년 7월 5일법, 이하 조항만 표기), 아
래와 같은 대상에 대해 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Art.1).
- 근로 혹은 원격근로(télétravail)의 조건과 편재
- 진급 체계와 승진
- 직업교육과 재교육
- 복지제도와 보충사회보장
- 직업위생, 안전, 건강
- 장애인 고용과 적응
- 남녀 간의 직장평등
단, 임금체계와 구매력 관련 사안은 전국 수준에서 세 분야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교섭만이
가능한 반면,6) 다른 주제에 관련해서는 전국 수준을 포함하여 부처별, 기관 혹은 지역 수준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교섭 주제와 교섭 수준은 자문기구(organismes consultatifs)7)에서
결정한다.(Art.1)

교섭 수준의 확대
공무원 교섭은 주제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전국적으로 세 공무원부문의 합동 혹은 각각 공무원부문에서 교섭
6) 공무원의 임금교섭은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3년마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
고, 매년 봄마다 진행과정과 필요한 적응 방도를 설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DGAFP(Direction
Générale de l'Ad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Relevé de conclusions relatif à la rénovation
du dialogue social dans la fonction publique,” Point Phare. 2008).
7) 여기에서 자문기구는 전국 수준에서는 공무원최고회의(conseils supérieurs des fonctions publiques)와
부처, 기관 혹은 지역 차원에서는 전문위원회(comités technique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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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ministériel) 혹은 부처연합(interministériel) 차원에서 교섭
- 기관 혹은 지역 차원에서 교섭
교섭 수준은 규정상 제시된 권한에 따라 자율로 진행한다. 가령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전체
공무원부문 수준에서는 공무원 근로조건에 대한 법과 규정 등 일반적 범위의 규정을 검사하고,
각각의 공직과 관련한 근로조직 규정을 검사할 것이며, 부처나 기관, 지역 차원에는 각 부처, 기
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무 관련한 규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교섭하게 된다.8)
교섭의 개시는 관련 행정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진행되고, 이에 따라 연간교섭이나
다년교섭의 일정을 교섭 당사자와 함께 결정한다. 상급 교섭 내용을 하급기관이 구체화할 경
우, ‘유리의 원칙(principe de faveur)’이 존중된다(Art.1). 즉 상급 협약을 하급 수준에 적용할 시,
상급 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없다.

협약 유효조건의 도입
그간 공무원부문의 협약은 민간부문의 협약과는 달리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지니지 못하였
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의 유효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다수협약제도를 도입하였

는데, 이를 위해선 교섭이 진행된 수준에서 최근 진행된 ‘직업선거(élections professionnelles)’에
서 유효표 중 적어도 총합 50% 이상을 획득한 노조(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Art.1).9)
단, 이행 조항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위의 방법 이외에 교섭을 진행한 수준에서 직업
선거에서 유효표 중 총합 20% 이상 획득한 노조(들)가 서명하고, 50% 이상 획득한 노조(들)의

8) DGAFP 2008, p.9.
9) 정부는 공무원부문에서 체결된 협약은 정치적 효과를 가지며, 이는 법이나 규정 등의 제도화를 통해 실

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협약의 유효조건을 도입함으로써 ‘협약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의 여지가 발생한다. 가령, FO는 자신의 회람문서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협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Circulaire UIAFP-FO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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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가 없으면 그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Art.28).

█

교섭 주체의 명료화

교섭참여 노조
복수노조를 인정해 온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노조에 대해 근로자의

‘대표성(représentativité)’을 부여하여 교섭에 참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에게

는 일반 민간노조과 약간 상이한 대표성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일반 민간노조의 대표성을 규정

한 2008년 8월 20일 법의 ‘제11조 V’에서는 “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 노동법 L2121-1조항10)은
그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이전 법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6년까지 대표적 전국총연맹에 가입한 5개 공무원 산별노조와 공무원부문에서 최대 노조
였던 전국교육연맹(FEN)이 그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1995년 이후 FEN의 내분을 통한
프랑스자율노조연합(UNSA)의 탄생은 이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요청받았다. 이에 정부는 세 공
무원부문 직업선거에서 모두 3% 이상을 획득한 산별노조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UNSA와 단일노조연합(FSU), 연대노조연합(SUD)이 대표성을
인정받아 공무원부문에서는 총 8개의 노조가 교섭에 참가하였고, 파업을 개시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에 새로이 2010년 법은 직업선거에서의 득표율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참여가 실현되고,
10) 대표성의 기준 조항으로 ① 공화국 가치의 존중, ② 자주성, ③ 재정의 투명성, ④ 최소 2년의 연역,
⑤ 교섭수준에 따른 지지도, ⑥ 활동 및 경험에 따른 영향력, ⑦ 조합원 수와 조합회비 등을 의미한
다. 프랑스 복수노조제도와 대표성에 대해선 손영우 (2011), “프랑스 복수노조제도의 특징과 시사
점”, 진보평론, 통권 제47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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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수준과 목적에 따라 규정된 자문기구에서 최소 한 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노조에 대해
해당 수준의 교섭에 참가를 요청한다(Art.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섭을 위해 노조는 자유롭
게 자신의 교섭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자문기구를 위해 선출된 대표를 교섭대표로 지
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를 위해 직업선거의 단일화, 자문기구 위원 임기를 조정하였다.

-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직업선거는 ‘전문위원회(comité technique)’선거로
단일화한다.11)
- 모든 인사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모두 4년으로 조정하고, 선거 시기를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한다(Art.34).

직업선거 출마 권한의 보편화
직업선거가 노조의 교섭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기존에 대표노조로
한정되어 있던 1차 직업선거에 출마 자격을 최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노조에 개방

하고 2차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선거과정을 1차로 축소하였다. 두 가지 자격은 ‘적어도 설립된

지 2년이 지날 것’,12) ‘자주성과 공화국 가치를 존중할 것’13)이다(Art.4). 또한 기존에 정규직 공
무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 내 비공무원 신분 근로자 혹은 계약직
(contractuel, non titulaire)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Art.7).

11) 과거 일부 부문(대표적으로 교육부문)에선 자문기관 중 하나인 인사관리위원회(commission
administrative) 선거가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을 측정하는 데 기준으로 혼재되어 왔다.
12) 위 조건을 충족하는 노조들의 통합을 통해 설립된 모든 노조들은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Art.4).
13) 자주성은 정치적·재정적 자립을 의미하고, 공화국 가치를 존중한다고 함은 표현·정치·철학·종
교의 자유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 교조주의, 비관용주의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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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에 따른 공무원최고회의 구성
전문위원회 선거 결과는 노조에게 교섭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직운영 관련 전국규모의
최고 논의기구인 공무원최고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fonction publique : CSFP)의 구성에도
이용된다. 특히 국가공무원최고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fonction publique d’Etat : CSFPE)
의 구성은 부처전문위원회(comité technique ministériels) 선거 결과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와 지
방공무원최고회의는 관련 기관 전문위원회선거의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공무원최고회의 위원은 선거 결과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단, 2013년까지는 활동, 경험, 직업
간·지역간 분포를 통해 실제 영향력을 증명한 모든 공무원노조에게 한 석이 배정된다(Art.30).

공무원합동회의의 설치
세 영역의 공직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공무원합동회의(Conseil commun de la fonction
publique : CCFP)를 설치한다. 이 회의는 공직부 장관이 주재하며, 공직 관련 세 부문 모두와 관
련한 정부가 입안하는 법, 시행령, 규정 등의 계획안이 논의된다(Art.5). 더불어 공무원 채용의
확대, 유럽 차원의 사회적 대화, 세 부문 간의 이동, 남녀평등의 증진, 공직 분야의 장애인 고용
과 적응, 기술진보, 특히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따른 근로조건의 조정, 공직의 가치와 관련
한 문제를 다룬다.
구성과 관련해서, 20석인 노조대표는 세 공무원부문의 전문위원회 선거 결과에 비례하여 배
분한다. 단,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국가공무원최고회의, 의료공무원최고회의의 의석 수와
지방공무원의 전문위원회 선거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세 최고회의에 적어도 한 석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노조에게 적어도 한 석을 배당한다(Art.29).
정부 대표로는 행정부와 그 공공기관 대표, 지방공무원최고회의 대표, 대표적 의료기관들이
선임한 의료공무원 대표가 참여한다. 노조 대표, 지방공무원 대표, 의료공무원 대표의 의견이
취합되었을 때, 이 기관의 입장은 발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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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자문기구의 혁신

자문기구의 통일과 기능의 세분화
<표 1>에서 보듯이, 각 부문에 따라 편차가 있던 부처 및 기관의 자문기구들을 세 분야에서
모두 전문위원회(CT)와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CHS-CT)로 구성을 통일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과 지역기관 및 의료기관에 하나 이상의 전문위원회와 위생·안전·노동조건위
원회를 두도록 한다.14)
<표 1> 프랑스 노사협의기구의 종류와 공무원부문 기구의 변화
변경 전
영역

진로·조직

소기업 (10 ~ 49인)

노사협의회

국가공무원

진로·조직

위생·안전·노동조건

동일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

전문동수위원회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

위생·안전

고충처리위원(DP)

민간기업과 공기업 고충처리위원와
(EPIC) (50인 이상)

노동조건

변경 후

위생·안전위원회

전문동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

→
전문위원회(CT)
전문위원회
기관전문위원회

위생·안전·
노동조건위원회
위생·안전·
노동조건위원회
위생·안전·
노동조건위원회

주: 1) 50~199인 기업에서는 단일종업원대표단을 둘 수 있음.
2) 지방공무원의 일부에서도 위생·안전위원회를 두고 있었음.
3) 다른 협의기구로 근로자의 승진, 인사, 징계와 관련한 인사관리위원회(CA)가 있음.

14) 지방공무원의 경우, 50인 이상 기관에 대해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 설립이 의무이며, 이 기구
가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체한다(Ar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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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위원회 기능의 명료화
국가공무원의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한다(Art.9).
- 조직과 서비스 기능
- 인원, 채용, 능력 정책
- 특수한 직위의 개발
- 참사원(Conseil d’Etat)이 규정한 문제
- 정부의 채용계획 예산 관련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
단, 국가공무원부문의 경우, 국방부와 내무부 소속 헌병대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조직과 서비
스 기능과 관련한 논의를 제외한다(Art.9). 그리고 그 외 지방 및 의료공무원은 부문에 따라 각
각 추가되는 문제들을 논의한다.15) 특히 의료공무원의 경우, 의료기관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하
고 원장이 주재하는 기관전문위원회(comité technique d’établissement)를 둔다. 구성은 노조대
표와 행정책임자가 참석하며, 노조 대표들만이 투표에 참여한다.

2)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CHSCT)
이 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노동조건의 증진, 그
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조항 시행에 대한 감시를 담당한다. 구성은 노조 대표와 행정부 대표가
참여하며, 노조 대표만이 의견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Art.10).

자문기관의 기능 증진
- 수적 동수원칙 폐기 : 그간 ‘형식주의(formalisme)’라는 비판이 지적되던 전문위원회와 공
15) 지방공무원부문 전국위원회의 경우, 관리 향상(관리임무와 지역,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영향 등), 분
배기준과 보상정책 관련 거시적 방향, 직업교육, 적응, 직업평등의 증진의 문제를 추가로 다루기도
한다(Ar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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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최고회의 구성에서 수적 동수원칙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입장 결정 시 노조 대표만 투
표를 진행한다.
-노
 조 만장일치 개념 도입 : 정부 제출안에 대해 노조가 만장일치로 반대할 경우, 정부는 제
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논의를 진행한다.

█

노조의 권리와 능력 강화

노조활동가를 차별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노조직책 활동경력을 직업경력획득 명목에 포함하
고(Art.2), 노조전임 활동이 공무원의 내부 승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Art.3).

█

2011년 10월 20일 공무원 직업선거의 판도

지난 2011년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처음으로 새로운 법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의료공
무원의 직업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8년 지방공무원 선거 결과와 합하여 노
조 대표성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2010년 법안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선거 준비의 미비가 지적되었다. 법무부의
경우, 준비가 덜 되어 투표가 한 달 가량 연기되었으며, 특히 전체가 전자투표를 진행한 교원의
경우, 투표 기간 동안 투표 ID 부여와 선거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20%
나 떨어진 38.5%로 국가공무원 평균 투표율 51.2%에 크게 밑돌아 이를 준비한 공직부에 대한
노조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16)
16) “Elections professionnelles dans l'éducation nationale : une chute historique de la participation”. Le

Monde. 2011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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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공무원노조의 직업선거 중간 결과
노조

CGT

전 체1)

23.1
20112)

국가공무원

CFDT

FO

FSU

UNSA

SUD

CFTC

CGC

17.3

17.1

11.1

9.3

7.4

3.5

2.7

15.0

14.6

16.7

17.1

13.8

8.1

3.8

5.3

20113)

33.51

24.46

22.72

-

4.37

8.66

2.83

0.33

2008

31.48

24.37

22.12

-

4.63

9.14

3.89

0.54

의료공무원

주: 1) 2011년 이전 결과.
2) 법무부와 프랑스통신을 제외한 결과.
3) 보건고용노동부 미최종발표.(www.sante.gouv.fr).

전문위원회 선거로 단일화되어 처음 치러지는 2011년 선거에서는 CFTC와 CGC의 대표성
확보 여부와 어떤 노조가 단독서명권의 20% 지지율을 확보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
다. 법무부와 프랑스통신(France Telecom)17)의 선거를 끝으로 2011년 11월 22일 종료되는 국가
공무원, 의료공무원 선거 결과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이 새로이 부여될 예정이다.18)

█

맺음말

정부는 이 개혁이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 내다보았다. 첫째는 정규
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에게도 선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노조 대표자들의 대한 정당성
을 높여 사회적 대화의 실천을 증진할 것이고, 둘째는 행정부 내 근로관계나 사회관계를 증진

17) 프랑스통신, 우체국 등은 정부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성격을 조정한 이후에도 국가공무원에 포함되어
집계된다.
18) 2010년 새로운 공무원 법안에 따라 직업선거 기간이 통일된다. 지난 10월 20일 주요 국가공무원과
의료공무원이 동일하게 선거를 치렀으며, 2015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역시 동일한 기간에 직업선거
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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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시켜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표적인 공무원노조인 FSU는 성명서를 통해 특히 베르시 협약이 기존의 제
한적이었던 공무원노조의 기본권을 조금도 확장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19) 특히
대표노조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전임활동가에 대한 진전이 없고, 지부 사무실과 기자재 역시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해당 관청의 선의나 노조비 납부 수준에 달려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파
업시 임금공제 역시 다른 직종과는 달리 파업참여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 단위로 계산하
여 임금의 1/30씩 공제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노조활동 보장의 측면에서 노조의 불
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대국민 서비스라는 본연의 임무로 인해, 종사자들의 노동권의 보장이
라는 요소와 자주 충돌해 왔다. 그 결과 일부 노동권이 법적 조치로 제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의 교섭활동의 제한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종속되어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경
우도 있다. 더욱이 프랑스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협소한 교섭과 잦은 파업으로 특징지워지는 갈
등적 노사관계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부문에서 점차 폭넓은 공무원의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
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은 매우 각별하고 주목받는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19) FSU 성명서 “Droits et moyens dans la fonction publique : loin des accords de Bercy”. http://www.fsu.
fr/Droits-et-moyens-syndicaux-dan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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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2011년 9월 8일, 미국이 계속되는 불황과 9%대의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으로 대통령 TV 연설에서 American Jobs Act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2009년의 경기부양책을 잇는 4,470억 달러 규모의 2011년판 경기부양책이다. 오바마 대
통령은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이후 뒤이은 연설들에서 이 법안의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10월 11일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과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에 붙이는 것조차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American Jobs Act에 포함된 각종 안들 중 논란이 적은 조항부터 나누
어 통과시키려 했으나 그 역시 몇 차례 연이어 실패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
원과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의 차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American Jobs Act의 법안 내용,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배경1)

2007년,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의회는 경기부양을 위한 법안을 2008년, 2009년,
1) Times Topics: Economic Stimulus - Obama Jobs Bill, NY Times http://topics.nytimes.com/top/
reference/timestopics/subjects/u/united_states_economy/economic_stimul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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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 차례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1년,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서 경제정책은 경기부양 (stimulus)에서 재정적자 축소(spending cut)로 초점을 옮겨갔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여전히 더디고, 실업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으며, 더블딥(double dip)에 빠지지 않
을까 하는 우려가 증가하는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 번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American Jobs Ac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바마 대통령의 American Jobs Act

오바마 대통령의 American Jobs Act의 내용은 백악관 홈페이지2)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감세
- 사업체에서 지불하는 임금 중 500만 달러까지에 대해 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6.2%에서
3.1%로 절반 삭감.
-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임금 5,000만 달러 (신규 고용 혹은 임금인상)에 대한 소득세 6.2% 면제.
- 새 공장이나 설비투자비용을 100% 세금 보고를 위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창업주나 소규모 사업체의 투자자금 접근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법규 개혁.

미국을 다시 건설하고 현대화시키면서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기
- 실업상태인 제대군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5,600~9,600달러에 달하는 세금 혜택 부여.
- 280,000개의 교사, 경찰, 소방관 해고방지를 위해 350억 달러 투자.

2)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Act, White House (9/8/11)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9/08/fact-sheet-american-job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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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실 설립에서 인터넷 사용가능한 교실까지 35,000개 이상의 공립학교 현대화를 위해 250
억 달러 투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기간산업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 100억 달러 자본금을 갖춘 전국 기간산업 은행 설립.
- 집, 사업체, 커뮤니티 재건산업에 15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초고속 무선 인터넷 접속 확장.

일자리 창출
- 실업급여 개혁: 500만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혁.
- 재고용 보조: 주정부는 장기실업자들의 재고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받을 것임.
- 해고 대신 일자리 공유 프로그램 장려.
- 주정부의 장기실업자의 재고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추가자금 지급.
- 실업자들에게 임시직, 봉사직, 직장 내 훈련 경험을 제공하는 주 프로그램 도입.
- 고령층 노동자 재고용촉진 프로그램 도입.
- 실업자 창업을 촉진하는 주 프로그램 도입.
- 장기실업자 고용시 고용주에게 4,000달러 세금 혜택.
- 저소득층 청년층의 여름 학기 중 일자리 보조.
- 고용주들이 실업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

모든 미국인 노동자와 가정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 1억 6천만 명의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절반으로 삭감.
- 더 많은 가정에서 부동산 대출, 더 낮은 금리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각종 규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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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실행시키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추가예산 삭감과 연계시킴으로써
추가로 국가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서에 제시
된 안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공화당은 American Jobs Act에 나타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침체 해
결책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이 법안은 의회에서 표류 중이다.

█

경과

오바마 행정부의 American Jobs Act는 세금 조항을 바꾸어 이 법안에 드는 비용을 충당시
킬 것을 제안했다.3) 미국 납세자는 세금 납부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s)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s)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공제 항목에 지출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항목별 공
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공제를 선택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법안은 개인의 경우 20만
달러 이상, 가구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 납세자에 한해 항목별 공제 항목을 제한
하고 정유회사, 헤지펀드, 기업 제트기 소지자에 영향을 끼치는 세법을 조정함으로써 경기부양
책에 드는 비용을 충당시키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대해 공화당은 즉각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공화당은
불황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떠한 부분이든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비
용 충당 계획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5.6% 증세 계획으로 바꾸고, 상원에서 이 법
안을 투표에 붙이려고 시도했으나 4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어려운 재선을 앞두고 있는 두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도 없게 되었다.4)

3) White House Would Cut Deductions to Pay for Its Jobs Plan, NY Times (9/12/11) http://thecaucus.
blogs.nytimes.com/2011/09/12/obama-pleads-for-congress-to-approve-jobs-bill/?hp
4) President’s Jobs Measure is Turned Back in Key Senate Test, NY Times (10/11/11) http://www.
nytimes.com/2011/10/12/us/politics/obamas-jobs-bill-senate-vo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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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민주당은 대신 American Jobs Act에 포함된 여러 안들 가운
데 가장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는 항목들을 따로 통과시키려 시도하였다. 그 중 처음
으로 시도된 법안은 교사, 경찰, 소방관의 해고를 막기 위해 주정부에 3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었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 법안은 2013년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한
해 0.5%의 증세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또 한
번 실패했다.5) 민주당은 이 법안이 백만장자들의 적은 희생으로 40만에 가까운 일자리를 구하
거나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화당은 이 법안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를 돕기
위해 3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영구적인 증세를 부과한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다른 경기부양책 법안을 표결에 붙이려 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공화
당이 제안한 법안은 정부가 계약업체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3%를 공제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인데 2006년에 도입된 이 법안은 감사 결과 수천의 정부 계약업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밝혀진 이후로 도입된 것이다. 공화당은 3% 공제 조항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
로막는다며 이 법안을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불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제안한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이 추가적인 재정지
출 감소를 요구함에 따라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American Jobs Act이 공화당 측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오바마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부 주도 안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꾀하기로 결정했다.6)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집 소유자들이 더 쉽게 낮은 금리에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대학 졸업자들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부 주도 안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행정부 주도
안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5) Obama’s Jobs Plan Is Blocked Again by Senate Republicans, NY Times (10/20/11) http://www.nytimes.
com/2011/10/21/us/politics/new-senate-battle-over-obamas-jobs-bill-now-piecemeal.html
6) Jobs Plan Stalled, Obama to Try New Economic Drive, NY Times (10/23/11) http://www.
nytimes.com/2011/10/24/us/politics/jobs-plan-stalled-obama-to-try-new-economic-drive.
html?hp=&pagewanted=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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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노후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보수와 현대화를 위해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은 또 다시 공화당 상원의원과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붙여질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안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0.7% 증세를 통해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대치 와중 3% 공제조항 폐지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의 투표를 기다리
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이 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
서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실직하고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을 고용
할 경우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의 통과를 3% 공제조항 폐지 법안과 연계해 표결
에 붙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6개월 이상 실직한 제대군인 채용시 고용주에게
5,6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며, 장애를 가진 실직 제대군인 채용시 9,6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줄 것이다. 민주당은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을 앞둔 이 시점에서 공화당이 이 법안에 반
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실제 공화당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지는 지켜
볼 일이다.7)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불황에서 탈출하고 실업률을 낮출지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당의 견해 차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
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9%를 맴도는 높은 실업률과 더블딥에 대
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이 어떻게 경기침체에서 탈출할 합의점에 도달
할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7) Democrats Hatch New Jobs Bill Plan, Politico (11/4/11) http://www.politico.com/news/
stories/1111/676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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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영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1979년(55.8%)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진 조
직률은 2010년 말 최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6%를 기록했다. 조직률 하락은 노조의 힘
과 영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은 물론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정해지는 노동자들의 비율 역시 떨
어지고 있다.
조직률 하락은 비단 영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에 비해 그 하락세가 월등하다(Blanchflower, 2007). 노조 탄압정책을 폈던 지난 보수당 정권 때
(1979~1997) 30.2%까지 떨어졌던 조직률은 노동당 집권기(1997~2010)에도 반전의 기미가 없
었다. 하락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다시 보수당이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2010년 5월 이후 긴축재정안(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등의 시행으로 이미 1
년 새 조직률이 높은 공공부문에서 2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1) 정부는 2014~2015년까지 최
대 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당분간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피플매니지먼트, 2011년10월11일자, ‘Morale plummets among public sector workers’ http://www.
peoplemanagement.co.uk/pm/articles/2011/10/morale-plummets-among-public-sector-workers.
htm?wa_src=email&wa_pub=cipd&wa_crt=news_1&wa_cmp=pmdaily_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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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추이를 되돌리기 위해 노동조합들은 파트너십, 조직화, 노조 간 합병 등을 통한 새로
운 전략을 꾀하고 있고, 특히 영국노총(TUC)은 1998년 조직아카데미(Organizing Academy)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들의 조직화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연구(윤진호,
1999; 정이환, 2001; 이병훈·권혜원, 2008)가 진행되었다. 이 글은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
한다: 왜, 영국 노동조합들은 시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우선 2010년 현재까지 영국 노동조합들의 현황을 조직률 추
이, 조합원들의 특성, 사업장 내 노조의 존재 유무, 단체협약 적용 유무,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노동조합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 노조 하락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제·사회적,
정치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한 노조가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고, 왜 이러한 노력이 조직률 저하 추이를 반전시키지
못했는지, 노조 쇄신(renewal)을 위한 좀더 근원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노조 내부적 요인을
짚어본다.

█

지속적인 조직률 하락과 노조 효과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통계를 작성한 아처(Achur, 2011)에
따르면, 2010년 영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0.8%p 떨어진 26.6%였다. 최고치였던 1979
년(58.8%)과 견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조합원 수는 17만 9천 명(2.7%)이 줄어 650
만 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최고치였던 1979년(1,260만 명)과 견줘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문별
로는 민간부문이 전년과 견줘 0.9%p 하락해 14.2%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역시 하락세였으나
그 폭(0.3%p)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여전히 과반 조직률(56.3%)은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조직률(29.4%)이 남성(23.8%)보다 높았고, 하락세 역시 여성(0.1%)이 남성(1.4%)보다 낮았다.
여성 조직률 하락세는 이들이 많이 근무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조직률이 전년보다 0.2%p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에서 0.5%p 떨어진 것을 상쇄하지 못한 결과다. 남성은 공공, 민간 모두
같은 비율로 조직률이 떨어졌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trade union presence)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절반에 못 미쳤다(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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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50.2%)과 1997년(49.1%)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비율은 전년과 견줄 때에는 0.5%p, 10년 전인 2000년과 견줄 때는 2.8%p 낮아진 것이다. 물
론 공공부문(85.7%)이 민간부문(29.6%)보다 월등히 높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단체협약에 의
해 결정된다(collective agreement coverage)고 응답한 노동자 수는 10명 중 3명꼴(30.8%)이었
는데, 이 역시 2000년(36.4%)과 견줄 때 5%p 가량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다
수의 노동자(64.5%)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 3/4(74.9%)을 포괄했던
1997년과 비교하면 10%p 이상 떨어진 것이다. 민간부문 적용률은 16.8%로 1997년(22.0%)보
다 5%p 이상 낮아졌다.
노조의 임금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조합원의 시간당 임금은 14파운드(약 2만 5천원)로 비조합원의 12파운드(약 2만 1천원)
보다 16.7%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임금프리미엄 효과(union wage premium)는 공공부
문(21.1%)이 민간부문(6.7%)보다 컸다. 2010년의 노조 임금효과는 2009년(15.3%)과 2008년
(12.5%)과 견줘서는 약간 상승했지만 10명 중 4명꼴이었던 1995년(25.9%)에 비하면 하락세다.
때문에 노조의 임금효과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줄었고, 노조의 감소세는 사업장 내
노조의 영향력을 눈에 띄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rown, 2011).
조직률 하락세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목은 한 번도 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는 노조 비경험자
(never-member) 수의 증가가 기존 조합원의 이탈보다 노조 조직률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는 점이다(Bryson & Gomez, 2005). 영국인 사회태도조사(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s)를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이후 한 번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없는 노동자들
의 비율이 28%(1983년)에서 48%(2001년)로 늘었다. 같은 기간 노조 조직률은 49%에서 31%
로 떨어졌다. 저자들은 노조 비경험자 비율 증가 원인에 대해 ① 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② 과거에 조합원이었던 노동자가 다시 가입할 의향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나, ③ 혹은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다른 제약조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좌절된 수요, frustrated demands)이라고 요약한다.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비중이 낮아지
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선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장단위 노조의 부재
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 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노조가 있
는 사업장에서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에서 역시 노조 비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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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역시 증가세다. 1983~1985년과 1999~2001년을 비교하면, 노조가 있는 부문에서
조합원 비율은 72%에서 60%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노조 비경험자는 14%에서 23%로 증
가했다. 1983~1985년 기간 동안 비조합원 중에 전직 조합원과 비경험자 비율은 50% 대 50%
로 같았는데, 1999~2001년에는 42% 대 58%로 비경험자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이 같은 조직률 하락세 속에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ONS) 조
사에 따르면, 조합원 100만 명당 파업건수는 1990년대에 32로 떨어진 데 이어 2000~2009년

동안 19로 떨어졌다(Brown, 2011). 이는 단체교섭이 점차 ‘협의(consultative)’의 형태가 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2004년 사업체패널조사(WERS)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Brown & Nash, 2008)
는 특히 사업장단위 노조 대표자들과 사용자들과의 관계는 교섭(negotiation)보다는 협의와 정
보 교환(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으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주
장한다.

█

보수당의 탄압정책과 노동당의 거리두기

노조 조직률 하락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그 원인의 하나로 기
술과 경제 환경의 광범위한 변화를 꼽을 수 있다(Simms & Charlwood, 2010). 상품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게 하고 조직화와 집단적인 행동의

비용을 더 높였으며, 기술 발전은 사용자들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더 쉽게 만들고 있
다. 1979~1997년 동안의 보수당 집권이 특히 영국 노조들의 파워 및 영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보수당 주도로 산업구조가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했던 제조업 부문에서 서
비스 부문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존 조합원 수는 줄어들고 새로운 조합원은 조직되지 못하는 상
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예산삭감, 강제입찰제(CCT), 민영화 등의 정책은 역시 노조가 강한 공공
부문 규모를 축소시켰고 임금심의기구(pay review bodies)와 개별적 계약제(individual contracts)
의 도입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뒤이어 등장한 노
동당(1997~2010) 역시 노조와 정부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당 재정의 많은 부분 - 1985년만 하더라도 재정의 75% - 을 노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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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원받았던 노동당이었지만 친기업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노조로부터 독립적인 관계를 유
지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02년에는 노조로부터 충당되는 예산규모를 30%로 낮추는 등 노
조와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물론 각료 및 의원들의 정치적 스캔들 등의 문제로 자금 확보가 어
려워지자 2005년 선거를 위한 노조의 재정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워릭협정(Warwick Accord)이
라 불리는 합의를 끌어내 노조의 정책 요구(예컨대 노조 현대화 기금 등)를 받아들이는 등 화
해 제스처를 썼지만 1960~70년대와 같은 협조적 관계로 돌아가자는 신호는 아니었다(Brown,
2011). 물론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노조 승인 관련 법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친
노동적 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당이 계획했던 공공부문 긴축예산제를
계속 운영했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유지했으며, 또한 유연노동시장정책도

고수했다(Simms & Charlwood, 2010). 이를 두고 “총리직을 수행했던 토니 블레어나 고든 브라
운은 노조와 가깝지도 않았고 노조를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노조의 지지를 받고 2010
년 당수가 된 에드 밀리반트 역시 전임 당수들과의 어떤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Brown, 2011: 9).

█

노조 조직화, 무엇을 위해?

하지만 조직률 및 영향력 하락의 원인을 모두 외부적 요인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이러한 도
전을 극복하기 위한 힘은 노조가 얼마나 충분하게 정당성 있는 권력(legitimacy power)을 발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노조의 권력을 발현시킬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
래서 질문한다: 노조는 급격한 조직률 쇠퇴기에 무엇을 했고, 그러한 노력이 왜 조직률 및 조직
력 감소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는가.
한 연구(Simms & Charlwood, 2010)는 이렇게 분석한다. 영국의 노조는 다른 유럽대륙과 달
리 노조 수입의 많은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 감소는 곧 노조 수
입 감소를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노조 간부들은 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으
로 노조를 확대하기보다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거나 기존 조합원 이익대변에 우선순

위를 두었다. ‘기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 → 상대적으로 조직화 등한시 → 기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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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마저 점차 이탈 → 노조 수입 더욱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
조였다. 노조가 조직화 캠페인에 나선 경우에도 80% 가량이 실패로 귀결되었다(Beaumont &
Harris, 1990). 여성, 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이민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다양성 증가를 감안하며
노조가 새로운 형태의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해야 했는데, 이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다. 1990

년대에 영국노총(TUC) 존 몽크 위원장은 좀더 유럽적 스타일의 ‘파트너십’ 노사관계를 부르짖
으며 새로운 정당성을 찾으려 했지만 안팎의 반대에 부딪혔다.
1997년 노동당 재집권을 전후로 노조 쇄신 및 재생(revitalisation)을 위한 많은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주요하게 채택된 3가지 전략은 사용자와의 파트너십 형성, 새로운 노동자 조직화, 조합
원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4번째 접근은 노조 간 합병이다). 각 노조마다
조합원들이 기반한 부문, 산업, 지역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노조 내부 지배구조의 특성에 따
라, 또한 조합원들 규모 및 특성, 간부들의 리더십 및 활동가들의 성향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전
략을 택하고 있다(Simms & Charlwood, 2010). 그럼에도 영국 노조들은 특히 노조가 없는 부문
에서의 신규 조합원 조직화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 산업을 망라한 전체 조직률, 노조
가 조직된 사업장 비율, 또는 단체협약 적용률 하락세 등을 반전시킬 만한 눈에 띄는 성과를 내
지는 못했다.
하지만 영국의 주요한 3개 노조의 조직화 사례를 연구한 논문(Simms & Holgate, 2010)은 특
정 부문에서 조직률 및 조합원 수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조직화 성과가 나타났다고 쓰고 있다.
이 논문은 조직화 모델, 혹은 서비스 모델 같은 전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질문
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 쇄신(union renewal) 활동은 조합원들과 활동가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노조 상층부의 리더십을 통해 조정(조율)되는 과정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
문이다. 실제 이 논문이 살펴본 3개 노조의 조직화 사례는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유
나이트(UNITE, 조합원 150만 명)의 핵심 목적은 새로운 영역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
속가능한 부문별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일정 시기 동안 전략 조직화 영역에 대한 조직
확대사업을 진행해 왔던 GMB(60만 명)는 최근 조직화 사업을 일반 노조간부들의 역할로 통합
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USDAW(40만 명)는 조합원 모집(recruitment)과 교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이해대변 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로 다른 접근법
이지만 각각의 처해진 상황(context) 안에서 전략의 적합성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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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직화 모델은 좀더 참여(participation)에 중심을 두고 있고, 효과적인 조합원 서비스 제공 방
식은 조정 및 조율(coordination)을 좀더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여와 조정은 모두 노
조 쇄신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조 쇄신을 위한 논의가 조직화 전략의
결과물(흔히 조합원 수나 노조 승인을 받은 사업장 수 등으로 평가되는)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조직화에 대한 좀더 정치적인 이해에 기반한 평가작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대응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의 집단적인
이해가 표출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들 현장 조직화(worker self-organisation)가 중요하다고 논문은 주장한다. 노조 쇄신의
노력과 조직화 활동과 연관된 제반 정치적 과정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

맺음말

영국 노조 조직률의 하락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26.6%까지 떨어졌다. 공공, 민간
등 부문을 가릴 것 없이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 수, 노조의 임금효과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노조의 힘과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정치 및 경제 상황 같은 외부 환경
이 조직률 및 노조 영향력 약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노조를

외부환경의 ‘희생양’이라고만 여길 수도 없다. 물론 노조 역시 다양한 이름의 조직화 및 노조쇄
신 전략을 내놓고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통계로는 그 노력의 긍정적인 성과가 잡히
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노조쇄신 전략 가운데 더욱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각 노조
들의 조직화 캠페인 등을 분석하면서 성과 중심의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일관된 결
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에 인용한 2개의 논문(Simms & Holgate, 2010; Simms
& Charlwood, 2010)은 어떤 전략이 좀더 효과적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무엇을 위한 조직화인

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주도권을 강화

2) Member Activism’은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에서 좀더 많은 책임과 주도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
(Hicke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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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member activism)2)이 노조쇄신 전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
다는 주장(Hickey et al., 2010)이 있음에도, 2개의 논문은 노동조합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될 정
치·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힘과 권력을 핵심으로 한 노

동운동의 쇄신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전망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어쩌면 출발점은 ‘왜 노동
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를 그만두었는가’(Bryson & Gomez, 2005)에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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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③ - 일본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기업 간의 경쟁격화와 성과주의의 진전, 무리한 목표 설정과 상사의
억압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우울증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근로자 수가 매년 증
가하고 있다. 2010년에 우울증이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1,181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약 6배나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정된 근로자 수는 308명으로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전국에 있는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
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 수는 57%에 달하였다.1) 하지만, 전용 상담창
구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절반 정도로, 이 중 스트레스와 관련된 조사
를 실시하여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거나 중증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불과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충분한 대책을 실시하지 못하자, 후생노동성은 최근에 일본노동
정책연구·연수기구의 조사 등을 참고하여 정신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스트레

1) 조사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본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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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태를 파악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 정신건강관리의 현황과 정부 및 기업의 관련대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 한다.

정신건강을 둘러싼 현상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10년에 31,69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55명 감소했지만 1998년 이후
13년 연속해서 3만 명을 넘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전체 자살자 중 8,568명이
근로자로 근로 문제가 원인이 되어 자살을 선택한 자는 2,590명(2009년에 비해 62명 증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9.８%로 전체 자살자의 남성 비
율 70.3%를 크게 상회하였다(표 1).

[그림 1] 일본의 성별 자살자 수 추이
(단위 : 명)
40,000

전체

남성

여성

35,000

31,690

기타 서비스업

30,000
25,000

복

24,391

22,283

20,788

20,000

16,416

15,000 12,859
10,000

9,407

7,975

7,929

5,000
0

1978

198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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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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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자료：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2011),「2010년 자살의 개요에 관한 자료」 .

2)
警察庁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2011), 「平成22年中における自殺の概要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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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655

<표 1> 근로 문제가 원인이 된 자살자 수(연령계층별)

인원

29

471

610

671

581

196

29

2

명확하지
않음
1

비율

1.1

18.2

23.6

25.9

22.4

7.6

1.1

0.1

0.0

100.0

남성
(89.8%)

인원

20

403

525

620

546

182

27

1

1

2,325

비율

0.9

17.3

22.6

26.7

23.5

7.8

1.2

0.0

0.0

100.0

여성
(10.2%)

인원

9

68

85

51

35

14

2

1

비율

3.4

25.7

32.1

19.2

13.2

5.3

0.8

0.4

연령
전체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 79

80 ~

전체
2,590

265
0.0

100.0

주주 : 유서 등 자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1인당 최대 3개까지 반영.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2011), 「 2010년 자살의 개요에 관한 자료」 .

한편, 최근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우울증 등에 걸린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
향이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0년에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
면 조사에 응답한 사업장의 약 57%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사원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후생노동성의 자살 미수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가 자살 동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자의 수는
2010년에 7,020명(남성 3,624명, 여성 3,396명)으로 2007년의 6,060명에 비해 약 1,000명이나
증가하였다.
일본 내의 우울증 환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이 3년마다 전국
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자조사」 에 의하면, 1996년에 43.3만 명이었던 우울
증 등의 기분장애 환자 수는 2008년에는 104.1만 명으로 12년 동안에 2.4배나 증가하였다(그림
2).3)
3) 최근에는 신형 우울증(정식 명칭이 아님에 유의할 것)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우울증은 일에 흥미
를 가지지 못하고 취미생활을 하거나 노는 데에 대한 흥미가 없고 즐기지 못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
었다. 따라서 우울증으로 진단되어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사원은 ‘휴가를 냄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
를 끼쳐 미안하며, 하루라도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기책임적인 표현을
직장에 전달하거나, 직장복귀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주위의 동정과 이해를 얻는 측면이 많이 있
었다. 하지만 현대형 우울증, 미숙형 우울증이라고도 불리는 신형 우울증은 취미생활을 하거나 휴
식을 취할 때에는 우울증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일을 할 때에만 우울증이 생기며, 우울증을 제공하
는 원인이 본인이 아닌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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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 수의 성별 추이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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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후생노동성, 「 환자조사」 를 이용하여 작성 .

보다 많은 성과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우울증을 중요한 건강 문제로 취급하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

1000인 이상

26.6

72.6

0.9

한 우울증의 조기발견 및 우울증에 걸렸을 때의 치료와 사회적 지원에 이르는 대책을 추진하고
4) 인
300～999
있다.

52.7

45.9

상사

1.4

우울증 및 자살자의 증가와
함께 최근에는 정신장애에 의한 산업재해
청구건수와 지급결정
42.1
56.4

100～299인

1.5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의 산업재해 청구건수는 1,181건으로 2009년에 비해 45
50～99 인

52.1

45.1

전

2.8

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산업재해 지급결정건수도 1,061명으로 2009년의 852명에 비해 24.5%
나 30～49
증가하였다(표
2).
인

49.7

47.1

3.3

12

업종별(대분류)로는 청구건수와 지급결정건수 모두 제조업이 각각 207건, 50건으로 가장 많
30인 이하

52.3

46.7

1.1

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198건, 46건), 의료, 복지(170건, 41건)순으로 많게 나타났다.5)
전체

56.7

41.7

10

1.6

4) 厚生労働省, 「患者調査」.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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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별(중분류)로는 청구건수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사회복지·개호사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8

멘탈 헬스 결여자가 있는 사업소
멘탈 헬스
없는
사업소
무응답
지급결정건수는 사회보험·사회복지·개호사업
및 의료업이
각각결여자가
20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6
>>

_83
4

<표 2> 정신장애 등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상황

정신장애 등

2006

2007

2008

2009

2010

청구건수

819

952

927

1136

1181

결정건수

607

812

862

852

1061

지급결정건수

205

268

269

234

308

인정율

33.8

33.0

31.2

27.5

29.0

주주 : 1) 결
 정건수: 해당 연도 내에 업무상 또는 업무외가 원인으로 정신장애가 발생했다고 결정한 건수로, 해당
연도 이전의 청구도 포함.
2) 지급결정건수: 결정건수 중에서 업무상으로 인정된 건수.
3) 인정률: 지급결정건수를 결정건수로 나눈 수.
6)
자료 : 후생노동성(2011), 「2010년도 뇌·심장질환 및 정신장애 등 산업재해보상상황 정리」 .
6)

직종별(대분류) 청구건수는 사무종사자가 329건7)으로 가장 많은 반면, 지급결정건수는 전문

직·기술적 직업종사자가 73건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청구건수와 지급결정건수 모두 30~39세가 각각 390건과 88건으로 많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40~49세(326건, 76건), 20~29세(225건, 74건)의 순이었다.

직장 내의 정신건강관리 대책에 관한 조사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2007년 근로자건강상황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일과 직업생활에 대해
강한 불안, 걱정,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8.0%인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에

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든 구체적인 스트레스의 내용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적한 ‘업무의 질에 대한 문제(34.8%)’, ‘업무의 양에

대한 문제(30.6%)’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는 남성이 30.4%에 비해 여성은 50.5%로 여

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회사의 장래성에 대한 문제(남성 29.1%, 여성 12.9%)’와 ‘승

6) 厚生労働省(2011), 「平成22年度脳·心臓疾患および精神障害などの労災補償状況まとめ」.
7) 전문직·기술적 직업종사자 273건, 판매종사자 148건의 순.
8) 사무종사자61건,판매종사자44건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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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업무와 직장생활에 대한 강한 불안 및 걱정, 스트레스의 유무 및 내용별 근로자 비율

강한 불안 및 업
전체 걱정, 스트레 무
스가 있다 의
질

업
무
의
양

강한 불안 및 걱정, 스트레스의 내용(3개까지 복수응답)
강한
불안
정년
및 걱 명확
후의 사고
업무 직장
명확
고용 회사
승진
정, 스 하지
업무 나 재
배치
에대 내인
기타 하지
의안 의장
및
트레 않음
및 해의
전환
한 적 간관
않음
정성 래성
승급
스가
노후 경험
계
성
없다
관련

2007년

100

58.0 (100) (34.8) (30.6) (22.5) (38.4) (21.2)

(8.1) (12.8) (22.7) (21.2)

(2.3)

(9.3)

(0.1) 41.2 0.8

남성

100

59.2 (100) (36.3) (30.3) (21.2) (30.4) (24.9)

(8.7) (12.2) (29.1) (24.1)

(3.0)

(9.4)

(0.1) 40.2 0.6

여성

100

56.3 (100) (32.5) (31.1) (24.5) (50.5) (15.6)

(7.1) (13.7) (12.9) (16.7)

(1.1)

(9.3)

(0.2) 42.7 1.0

일반사원

100

61.8 (100) (36.7) (32.0) (23.2) (37.7) (21.0)

(8.4)

(9.6) (24.6) (21.6)

(2.5)

(9.4)

(0.1) 37.6 0.6

계약사원

100

56.2 (100) (24.8) (23.3) (23.1) (34.4) (28.7)

(9.6) (36.2) (14.4) (21.0)

(0.6)

(8.1)

(0.1) 43.6 0.2

파트타임근로자

100

40.3 (100) (27.6) (25.3) (16.6) (45.8) (17.7)

(4.4) (21.9) (14.1) (18.1)

(1.7)

(9.8)

(0.1) 58.0 1.7

2002년

100

61.5 (100) (30.4) (32.3) (20.2) (35.1) (14.5)

(6.4) (17.7) (29.1) (17.2)

(…)

(7.7)

(취업형태)

0.0 38.5

-

9)

자료: 후생노동성(2008),「2007년 근로자건강상황조사」 .

진 및 승급에 대한 문제(남성 24.9%, 여성 15.6%)’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9)

산업형태별로는 일반사원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37.7%)’, ‘업무의 질에 대한 문제

(36.7%)’, ‘업무의 양에 대한 문제(32.0%)’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계약사원은 ‘고용안전성에 대한

문제(36.2%)’,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34.4%)’가, 파트타임근로자는 ‘직장 내의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45.8%)’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된 조사인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직장 내의 정신건강 취약자 대책에
10)

관한 조사’ 에서도 사업장의 56.7%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사원(이하 정신건강
취약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1.7% 이상 사업장에서 3년 전에 비해 정신건강 취
약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09) 厚生労働省(2008), 「平成19年労働者健康状況調査」.
10) 조사는 농업 및 어업을 제외한 전국의 민간기업 1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유효 응답 수는 5,250건(유효 응답률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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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업장 규모별 정신건강 취약자 유무 상황(정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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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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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헬스
조사결여자가
- 약 5,000개
사업장의무응답
응답을 집
자료 : 노
 동정책연구·연수기구,
멘탈 헬스
있는헬스
사업소
없는 사업소
계」, 『Business Labor Trend』, 2011.711).

사업장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1,00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정신건강 취약
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정신건강 취약자가 없는 사업장의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데에
비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 취약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72.6%로 정
신건강 취약자가 없는 사업장 26.6%를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3).11)
산업별로는 의료 및 복지가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이 각각 73.0%와 67.9%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1개월 이상 휴직한 휴직자와 퇴직자에는 젊은 층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위나 임무를 맡지 않은 자’의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장급

(19.8%)’, ‘과장급(8.1%)’순이었다. 한편 ‘부장직’ ‘임원’ 중에서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각각 2.1%, 0.1%로 낮게 나타났다.

1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職場におけるメンタルヘルス対策に関する調査ー約5000事業所の回答
を集計」, 『Business Labor Trend』, 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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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업별 정신건강 취약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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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취약자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성격 문제’가 67.7%로 가장 높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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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신건강 취약자가 발생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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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신건강 관리 대책 유무와 정신건강 취약자의 추후 패턴
(단위 : %)


휴직하지 않고
장기휴직 또는
휴직을 끝내고 휴직을 끝내고 휴직을 끝내고 휴직하지 않고 통원치료 등을
휴직, 복귀를
하면서 계속해
복직
복직후 퇴직
퇴직
퇴직
반복
서 근무

기타

무응답

전체

37.2

9.5

14.8

9.8

14.1

8.2

3.3

3.1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41.8

8.9

13.1

5.7

15.2

10.1

3.1

2.1

대책을 실시
하고 있지 않다

30.2

9.5

18

17.2

11.7

5.5

4.1

3.7

자료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직장 내의 멘탈 헬스 대책에 관한 조사 - 약 5,000개 사업장의 응답을 집계」,
『Business Labor Trend』, 2011.7.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사업장의 정신건강관리 대책 실시
가 휴직자의 복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이처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당수의 사업장은 정신건강관리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걸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신건강관리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42.2%의 사업장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이유로는 ‘전문 스태프가 없

는 점(31.0%)’, ‘근로자의 관심이 없는 점(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경비가 든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으며, 종업원 수 300

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전문 스태프가 없는 점’이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높은 이유로 나타

났다.

사업장이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관리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상담대응창구의 정비(55.7%)’,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연수 및 정보제공(51.0%)’, ‘근로자에 대한 교육연수 및 정보제공

(41.7%)’, ‘정신건강대책에 대해서 위생위원회 등에서 조사 및 심의(32.2%)’, ‘정신건강관리

실무 담당자를 선임(24.3%)’, ‘근로자의 스트레스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

(20.5%)’, ‘직장복귀 지원(16.8%)’, ‘의료기관을 활용한 대책실시(16.8%)’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정신건강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문으로서는 ‘직장상사 및 동료(38.3%)’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사노무부문(18.6%)’, ‘종업원 본인의 자기책임(14.6%)’을 중요시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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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요시하는 정신건강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문
인사노무
부문
18.6

사내 정신건
안전위생 강 결여 전문 직장 상사
위원회 부문,위원회, 및 동료
프로젝트 등
5.4

5.2

38.3

종업원 본인
산업의 등
사외 전문가 의 자기부담
(건강보건
(카운셀러 등) (셀프 헬스
스태프)
케어)
6

5.8

14.6

주치의

노동조합

무응답

2.4

0.1

3.6

자료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직장 내의 멘탈 헬스 대책에 관한 조사 - 약 5,000개 사업장의 응답을 집계」,
『Business Labor Trend』, 2011.7.

정신건강에 문제점이 있어 휴직했던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의 절차는 ‘사내에서 복직절차

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32.9%)보다 ‘인사담당자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담을 하고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업장(43.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복직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복직 후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원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장의 비

율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사노무 담당자와 상사만 정기적으로 면담 및
조언을 한다’가 30.9%를 차지하는 등 60% 이상의 기업이 전문가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46.0%의 사업장이 심각해질 것(심각해질 것과
조금 심각해질 것으로 포함)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
업은 42.1%에 이르렀다. 한편, 개선될 것(개선될 것과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은
9.2%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대책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후생노동성은 사업자가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을 실시할 때의 원칙적인 실시방법을 나타
낸 「근로자의 마음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지침(2006년 3월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
한 지침 공시 제3호)」을 책정하고, 본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
기준감독소를 통한 지도와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치한 정신건강 지원센터에 의한 지원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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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4가지 케어(정신건강 지침, 후생노동성)
셀프 케어

근로자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인식 및 대처

라인에 의한 케어

관리직이 실시하는 직장환경 등의 개선과
부하로부터의 상담에 대응

사업장내 산업보건 스태프 등에 의한 케어

산업의 등에 의한 전문적인 케어

사업장외 자원(EAP)에 의한 케어

사업장외의 전문기관(EAP)에 의한 케어

교육연수 및 정보제공
(관리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 대상)
직장환경 등의 파악과 개선
(정신건강 취약 미연 방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대응(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
직장복귀 지원

시하고 있다.
본 지침에 따라 사업장은 스스로가 사업장의 정신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표

명함과 동시에 위생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조사심의를 한 후에 ‘마음의 건강 만들기 계획’을 책

정할 필요가 있다. 실시에 있어서는 ‘4가지 케어’가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직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연수 및 정보제공을 실시하여, ‘4가지 케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

고, 직장환경 등의 개선, 정신건강 취약에 대한 대응,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등을 적절하게 실시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표 6).
또한 2006년 4월 시행된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은 장시간에 걸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면접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접지도 실시의무>
①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이 1개월당 100시간을 넘는 근로자로, 신청자에 대해서는 의사
에 의한 면접지도를 확실히 실시할 것.
②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이 1개월당 80시간을 넘는 근로자로 신청 자(①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에 대해서는 면접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
③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이 1개월당 100시간을 넘는 근로자(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또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이 1개월당 80시간(2개월 내지 6개월 평균)을 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
④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이 1개월당 100시간을 넘는 근로자로, 건강에 대한 배려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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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업무에 대한 책임 증가

29.1

상사와 부하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29.1

가정문제
12.6

보다 많은 성과가 요구되는 것에 의한 경쟁과다

9.2

장시간근무
5.6

상사가 부하를 육성할 여유가 없는 점

3.4

무응답

1.6

연차휴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

1.4

전문가 등에 상담하기 어려운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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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면접지도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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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기9.3조치에9.3추가적으로 2009년 10월에는 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에 정신건강 포털사이트인

7.8
등에게 ‘정신건강관리에 대
「마음의 귀」를 설치하여 사업자, 산업보건 스태프, 근로자와 그 가족

8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기초지식’과 ‘문제를 극복한 경험자의 체험담’ 등 정신건강관리에
5.8
6.6

6

5.4

4.3
4

3.9

3.9

직장의 정신건강관리 대책 강화
1) 검토의 경위

2

후생노동성은 2010년 1월 후생노동성 내에 「자살 및 우울증 등에 대한 대책마련 프로젝트팀」

0
우울증 또는
PTSD 등 정신
질환의 증가

면접상담 및

직장의

휴가취득이나

신체질환의

실수나

지각 및

종업원의 도덕성

기타

명확하지 않음

사기 저하 대책을 세웠다. 본건에 관한 최종안으로서
조퇴의 증가
및위한
저하
결근의5월에
증가
증가
증가 실시하기
대한 생산성
을 전화상담에
설치하여
같은
해
향후 사고의
이를
희망건수 증가

후생노동성은 향후 실시할 5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는데, 직장에 대해서는 ‘직장의 정신건강 대

[그림 6] 직장의 정신건강관리체계
직장내 정신건강관리체계
양호한 직장환경 실현

정신건강 취약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근로자의 자살 감소

직장의 정신건강 대책 및 직장복귀지원
○ 기업문화의 양성
·장시간근로의 억제 등을 위한
근로형태의 수정 촉진
·상사의 억압 방지 등 직장의 양호한
인간관계 실현을 위한 대책 촉진
·직장환경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 직장의 체제정비
·정기건강검진 등의 실시시
정신건강 취약자의 파악과 향후
대응 검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보유한
외부기관의 활용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 정신건강 취약자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등을 양성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관리직에
대한 교육 촉진

○ 사업자에 대한 감독서의 지도 충실 ,
기존대책
·위생위원회의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조사심의 의무화
·장시간근로자에 대한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 의무화 책정
·근로자의 마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침을 책정
·감독서에 의한 사업자 지도

○ 개인에 대한 대응
·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지급결정 수속의 신속화
· 우울증 등 휴직자의 직장복귀 지원
및 사업자의 대책에 대한 지원 강화
· 배치전환 후의 하이 리스크기에
대한 대책 추진
· 지역보호와 연계 추진

○ 정신건강 대책지원센터에 의한 지원 충실, ○ 정보제공 충실

·직장의 자살 예방과 대응( 자살 예방 매뉴얼 책정)
·마음의 건강 문제로 휴업한 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 가이드
·정신건강대책지원센터에 의해 사업자를 지원
·정신건강 포탈사이트 「마음의 귀」 에 의한 정보제공

자료 : 자살 및 우울증대책 프로젝트팀 정리내용(2010), http://www.mhlw.go.jp/bunya/shogaihoken/jisatsu/
torimat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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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직장복귀지원의 충실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직장 만들기의 추진’에 근거하여, ‘정
기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신건강 취약자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책을 강구’, ‘관리직에 대한 교

육 촉진’, ‘직장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정보제공 충실’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언하였

다. 이 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신건강 취약자를 파악하고 향

후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5월에 ‘직장 정신건강 대책 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 검토회의 보고서에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 근로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 등을 기본적인 방침
으로 하여,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 직장환경의 개선에 연결되도록 하는 새로운 기
준이 제언되었다(그림 6).

2)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의 안전위생부과회의에서의 논의와 건의 내용
2010년 12월에 개최된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 안전위생부과회의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정신건강 대책 추진 등이 제언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건강 취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직장 외의 요인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로자 자신
이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이에 대처(셀프 케어)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여 적적할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근로환경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첫 번째 대책은 의사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상 및 정신건
강 취약의 결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사와의 면
접을 신청한 경우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 제도
와 함께 사업주가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 제도 및 의사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는 것
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기준에 대
해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배려한 후
에 제도 설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새로운 기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의사(스트레스와 관련된 병상 및 결여를 확인
한 의사)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상 및 정신건강 취약 상황 및 면접 여부 등의 결
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한다.
③ 사업자는 근로자가 면접을 신청하거나, 면접지도의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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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향후 새로운
기준을 실시할 때까지, 근로 및 노무관리 실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리하도록 한다.
④ 새로운 기준에 대응하는 산업의의 체제가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의의 자격
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기관을
일정 요건하에 등록기관으로 인정하고, 위탁산업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의사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상 및 결여를 확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피
로, 불안,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예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⑥ 정부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면접지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
역 산업조건센터의 정신건강에 대응가능한 의사 및 보건사를 확보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여
야 한다.
⑦ 정부는 상기의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병행하여 근로자가 정신건강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등 근로형태의 수정을 위한 대책을 진행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취약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휴업 중인 근로자의 직장복귀 등 직장 내
의 정신건강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아래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자에 대한 교육>

일상적으로 부하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 관리직은 부하의 정신건강 결여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그리고 직장의 스트레스 요인의 파악 및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또
한 관리직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므로 직장에 관리직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여야 한다.
<직장의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정보제공의 충실>

중소규모 사업장의 담당자 등 직장의 정신건강 대책을 실시하는 자가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
한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포털사이트
인 「마음의 귀」12)의 내용을 충실히 한다.

12) こころの耳：http://kokoro.mhlw.go.jp/

94_

2011년 11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배치전환 등의 스트레스가 쌓일 염려가 있는 시기의 대책 강화>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살의 실태조사에서 배치전환과 전직 등에 의한 직장환경의 변
화를 계기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배치전환
이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지원을 실시한다.

<우울증 등에 의한 휴업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 실시>

우울증 등에 의한 휴업자가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휴업 개시로부터 직장복귀
까지의 흐름과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과 직장의 충분한 연계
하에 휴업자의 회복상황에 정확하게 대응한 직장복귀지원 플랜을 책정하고 실시 등의 대책을
폭 넓게 보급하기 위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대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대응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동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
며,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후생노동성이 동일본지진이 정
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한 조사13)에 의하면 약
71.2%의 기업이 이번 동일본대지진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번 동

일본대지진이 종업원의 심신에 영향을 준 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피해사업장 등의 복구
작업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업원 본인과 가족의 직

접적인 피해(48.6%)’, ‘방사성물질 확산에 의한 불안(4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본대지진 후 직장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서는 ‘우울증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의 증가’가 1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상담 및 전화상담에 대한 희

망건수 증가(9.3%)’, ‘직장의 생산성 저하(9.3%)’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
다(그림 7).
후생노동성은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13) 조사대상: 상장기업 2,119개사, 유효응답 수: 257개사, 유효응답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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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일본대지진 이후 직장에 나타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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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익재단법인 일본생산성본부 멘탈 헬스연구소(2011), 『산업인 정신건강 백서 2011년판』 .

지원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그림 7]과 같다.

정신건강에 관한 긴급건강상담창구 등을 개설

직장내 정신건강관리체계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 및 지원자 등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
양호한 직장환경 실현

정신건강 취약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해 무료전화를 개설하여, 정신건강 대책지원 전문가가 상담전화에 응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근로자의 자살 감

특설정신건강
페이지를
전화상담 창구를 소
포털사이트인 「마음의 귀」에서는 ‘심리상담’에 관한직장의
대책개설하여,
및 직장복귀지원
개하거나 재해시의 심리상담, 생활지원에 관한 정보 등 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4)

○ 기업문화의 양성
○ 개인에 대한 대응
○ 직장의 체제정비
·장시간근로의 억제 등을 위한
·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등의 실시시
근로형태의 수정 촉진
지급결정 수속의 신속
정신건강 취약자의 파악과 향후
억압
등 직장의
· 우울증 등 휴직자의
대응 검토
피해를 입은·상사의
근로자와
그방지
가족에
대한양호한
정신건강 상담 체계의 강화
인간관계 실현을 위한 대책 촉진
및 사업자의 대책에 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보유한
외부기관의
활용과 질을
·본
배치전환 후의 하이 리
확보하기
·직장환경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피해 지역의
복구와 동반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여, 근로자
대한 대책 추진
위한 조치를 검토
· 정신건강 취약자에 대응할 수 있는
· 지역보호와 연계 추진
산업의 등을 양성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관리직에
14) 公益財団法人日本生産性本部メンタル·ヘルス研究所(2011),
『産業人メンタルヘルス白
대한 교육 촉진

書2011年版』.
○ 사업자에 대한 감독서의 지도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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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대책지원센터에 의한 지원 충실, ○ 정보제공 충실

기존대책

2011년
11월호 <<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조사심의 의무화
·위생위원회의
·장시간근로자에 대한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 의무화 책정
·근로자의 마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침을 책정
·감독서에 의한 사업자 지도

·직장의 자살 예방과 대응( 자살 예방 매뉴얼 책정)
·마음의 건강 문제로 휴업한 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 가
·정신건강대책지원센터에 의해 사업자를 지원
·정신건강 포탈사이트 「마음의 귀」 에 의한 정보제공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인과 그 상사 및 동료, 직장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보건 스태프 등의 상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컸던 이와테현, 미야기현 그리고 후쿠시마현의 정신건강 대
책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포털사이트인 「마음의 귀」에 「메일 상담 코너」를 설
치하여, 산업카운슬러 등의 전문가가 피해 지역의 근로자 등의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결론

최근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
가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및 정신건강 취약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피해 지역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경제
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자, 피해 지역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또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담 체계를 재정비
하여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본문의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대응책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및 재정 등의
문제로 상담자의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정신건강 취약과 관련된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선진기업의 사례
를 참고하여 경영진이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담당자가 직장 내의 상
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주어진 환경 내에서 관련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취약과 관련된 문제는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직장에 복귀하지 못
하거나 복귀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 대책보다는 스트레스를 안
고 있는 종업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건강 검사 결과 등
이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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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정신건강 관련 대책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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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회경비 및
공회설립주비금에 대한
고찰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박사과정(노동법 및 노사관계))

█

머리말

베이징시 총공회(總工會)와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회경비(주비금) 세무대리징수
시범사업 확대와 사업 전면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工会经费(筹备金)税务代收扩大试点和全
面推广工作的通知(京工发[2011]56号))」를 근거로 지난 2011년 10월 1일부터 동청구(东城区), 시

청구(西城区), 차오양구(朝阳区), 먼토우꼬우구(门头沟区) 및 순이구(顺义区) 등이 공회경비 및 공
회주비금(筹备金) 세무국 대리징수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세무기관의 공회경비 및 공회주
비금 대리징수가 시작되었다. 또한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시 전 지역에서 이 정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등 외자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
국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1) 알려진 바에 의하여 현재까지 중국 31개 성(省), 자치구
(自治区), 직할시(直辖市) 가운데 27개 지역에서 공회경비(주비금)를 세무기관이 대리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1) 베이징시의 경우, 베이징시의 「베이징시 지방세무기관 공회경비와 주비금 대리징수 시범시행 사업
의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市地方税务机关代收工会经费和筹备金试点工作的通知)(京政办函
[2010]34号)」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베이징시는 세무기관이 공회경비와 주비금 대리징수를 시
범적으로 시행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차오양구, 동청구, 시청구, 먼토우꼬우구와 순이구가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시 전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cb.com.cn/1634427/20110903/267629.html).
2) http://www.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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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용자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를 공회경비로 공회에 지급하면, 지역·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어도 40% 이상을 기업공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공
회로 상납하고 있다. 세무기관의 공회경비(주비금) 대리징수가 시행되면 공회가 있는 사업장은
40% 이상의 공회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회가 없는 사업장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자계 기업들은 더 이상 공회
설립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 중화전국총공회는 2012년 연말까지 기업
법인단위 공회설립률 90%, 노동자의 공회가입률 92%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회
설립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무기관의 대리징수는 공회경비(주비금)를 쉽게 징수할 수 있다는 점과 비공유제 기업에서
공회설립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
고, 공권력을 이용해 공비경비를 징수하는 것은 공회를 대중으로부터 멀게 한다는 부정적인 측
면도 가진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국 공회관련 법률 법규상의 공회경비에 관한 규정의 변천 과정을 간략
하게 살펴보고, 아울러 공회경비의 사용 목적, 분배 방법과 세무기관의 대리징수 및 현재 논쟁
이 일고 있는 공회주비금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공회경비의 재원 및 성질

중국에서 ‘공회경비(工會經費)’라 함은 공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3) 중국 현행 ‘공회법(工會法, 노동조합법)’ 제42조와 ‘중국공회장정(中國工會

章程)4)’ 제36조는 공회경비의 재원을 ① 공회회원(조합원)이 납부한 회비,5) ② 공회를 설립한 기

3) 常凯·张德荣(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28.
4) 중국공회장정(中國工會章程)은 중국공회 및 공회회원의 행동규범이자 권리의무의 지침서이다.
5) 중화전국총공회의 1978년 工發 제101호 통지에 의하여, 공회회원은 매월 공회에 본인 월급의
0.5%를 회비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전부 기층에서 사용하고 상
급단위로 상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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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업단위, 기관이 매월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를 공회에 납부한 경비, ③ 공회가 소속
되어 있는 기업 및 사업단위가 납입한 수입, ④ 인민정부의 보조금, ⑤ 기타수입 등으로 규정하
고 있다.6)

현행 ‘공회법’ 및 ‘중국공회장정’은 공회경비의 재원을 위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공회를 설립한 기업, 사업단위, 기관이 매월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를 공회에

납부한 경비”가 중국 공회경비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7) 이 규정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임금

총액’이라 함은 각 사업장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노동총액의 계산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된 모든 급여를 근거로 한다.
국가통계국은 임금총액의 계산 범위를 통일하고, 국가가 임금에 대한 통일된 통계계산과 회계

계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임금총액 조성에 관한 규정(关于工资总额组成
的规定)(1989)’을 제정·반포했으며, 임금총액의 구성 부문에는 시간급, 성과급, 보너스, 보조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특수한 상황하에 지급된 모든 급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법률은 사용자가 공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이 공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

6) 1950년 제정된 중국 최초의 ‘공회법’ 제24조는 ① 공회회원이 중화전국총공회규장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 ② 공장, 탄광, 상점, 농장, 기관, 학교 등 생산단위 또는 행정단위의 행정 방면 또는 사
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 종업원(사영기업은 사용자 측 대리인 제외)의 실제 임금(화폐, 실물임금
과 식비 포함) 총액의 2%를 매월 공회에 공비경비(이 중, 실제 임금총액의 1.5%는 종업원 문화교
육비)로 납부한 금액, ③ 공회가 주최한 문화, 체육 등 사업의 수입, ④ 각급 인민정부의 보조금 등으

로 규정하고 있고, 1992년 개정된 ‘공회법’은 제3호를 “공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사업단위가 납
입한 수입”으로 개정하고, 동시에 제5호 ‘기타수입’을 새롭게 추가로 규정하였다.

7) 유공회 기업이 이와 같이 공회로 납부한 액수가 전체 공회경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常
凯·张德荣(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35; 刘元文(2008), 『工会工作理论与实
践』,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p.232).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매우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측이
납부한 임금총액 2%의 공회경비가 없다면 상급공회뿐만 아니라 기층공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공회법’ 제43조는 기업, 사업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회경비의 납부를 연
기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층공회 또는 상급공회는 당해 지역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집행을 거절한 경우, 공회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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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회의 자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학자들은 공회경비가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었다가 노동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회로 직접 납부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소장 창카이
(常凯) 교수는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저임금정책을 실시했고, 특히 1950년 ‘공회법’ 제정시
노동자 임금총액은 일반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낮았다. 당시의 임금 가운데 노
동자의 사회조직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 비용은 국민소득재분배의 총액 가운데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사측이 직접 공회에 지급했다”고 공회경비의 사용자
지원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다.8)

█

공회경비의 사용 목적

‘공회법’ 제42조 제2항은 “공회경비는 주로 종업원을 위한 서비스와 공회활동에 사용한다. 경

비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전국총공회에서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즉 ‘공회법’은 공
회경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중화전국총공회에 수권함으로써 공회경비의 독립과 공회가 법
에 따라 단독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원칙을 보장했다. 중화전국총공회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공회경비는 ① 공회활동,10) ② 공회건설,11) ③ 노동자 복지, 생활보조비용 및 공공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회경비의 사용과 관련해 언급해야 할 점은 공회전임자의 급여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중

08) 常凯·张德荣(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28.

09) 1950년 ‘공회법’에는 공회경비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1992년 ‘공회법’ 제36조 제3항은 “공회
경비는 주로 기층노동자의 교육 및 공회가 전개하는 기타활동에 사용한다. 경비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전국총공회에서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0) 여기에는 여가활동 교육비, 선전활동비, 문화체육활동비 및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개되는 각종 활동과 사업의 비용이 포함된다.
11) 이 항목의 지출은 주로 공회의 사상과 건설조직에 사용되고, 이 중 간부와 집행부의 훈련비, 공회
자료집 발간비, 공회대표대회의 회의비 및 공회집행부의 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102_

2011년 11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 ‘공회법’을 살펴보면 공회전임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은 몇 차례 수정되었다. 1950년 ‘공
회법’ 제17조는 “기층공회전임자의 급여는 공회에서 지급하고, 그 액수는 원 급여보다 낮아서

는 안 되며, 동시에 행정 방면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노동보험 및 기타 복지대우는 계속적으
로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산업공회, 지방공회 및 전국총공회의 업무 인원의 급여는 공회
경비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962년 이전에 공회전임자의 급여는 공회회원(조합
원)이 납부한 본인 임금의 1%의 회비(조합비)에서 지급되었고, 1978년 회비가 임금의 0.5%로
개정되고, 게다가 공회 임무가 확대되어 공회 위원 이외의 전임자 늘어나면서 공회경비로 더
이상 공회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다수 기층공회의 전임
자 급여는 사용자인 행정부문이 지급해 왔다.12) 1992년 개정된 ‘공회법’ 제35조는 “전민소유제
와 집체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의 공회위원회 전임자의 급여, 보너스, 보조금은 소재단
위 행정 방면이 지급한다. 노동보험과 기타 복지대우 등은 본 단위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향
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

█

공회경비의 사용 분배기준 및 세무기관의 대리 징수

중화전국총공회는 공회경비의 사용 분배기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14) 분배기준의 대상

이 되는 공회경비는 “공회를 설립한 기업, 사업단위, 기관이 매월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
를 공회에 납부한 경비”이며, 공회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전부 기층공회에서 사용한다. 공회경

비 분배기준의 원칙은 기층공회인 기업공회에 대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공회 가운
데 하급공회순으로 더 많이 남긴다. 예를 들면, 1982년 제정된 「중화전국총공회의 공회재무관

12) 常凯·张德荣(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46.

13) 중국기업의 소유제 성격이 변화하면서 현행 2001년 ‘공회법’ 제41조는 “기업, 사업단위, 기관 공회
위원회의 전임자의 급여, 보너스, 보조금은 소재단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중화전국총공회의 공회재무관리체제와 경비분배에 관한 임시규정(中华全国总工会关于工会财
务管理体制和经费分成的暂行规定)」(1982年1月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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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제와 경비분배에 관한 임시규정(中华全国总工会关于工会财务管理体制和经费分成的暂行
规定)」은 기업공회에 60% 이상, 성(省), 시(市), 현(縣)의 지역공회는 35% 이상을 남기되 각 분

배 비율은 성(省)급 총공회에서 결정하며, 나머지 5%는 전국총공회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15)이후 2004년 총공회는 기존의 분배방식을 기층공회 경비 가운데 60% 이상을 40% 이상으
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분배율은 각 성급 공회에서 해당 지역 및 산업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자
율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였다.16)17)
중국에서 공회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매우 적고 납부율도 낮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원하는
임금총액 2%의 경비가 없다면, 기층공회(기업공회)뿐만 아니라 상급공회(지역 및 총공회)도 그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따라서 중화전국총공회는 2004년 이후 공회 재무시스템을 대상으로 ‘1
改 3策’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공회경비 위탁세무징수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다. 총공회는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기관 대리징수 항목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税务机
关代收费项目管理的通知)(国税发[2005]106号)」의 “세무기관은 법률 법규의 규정, 국무원 및 관

련부문과 성급 정부가 관련규정과 비준된 권한 설정에 따라 비용을 받는 항목은 대리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회경비의 세무기관 대리징수는 법률적 근거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
지만,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지방세무국이 공회경비를 대리징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

가 없고, ‘공회법’ 제43조에서 사용자가 공회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회는 인민법원을 통

15) 이외에도 중앙 또는 성, 시, 자치구 직속의 대형 공업과 광업 연합기업의 모공장, 회사, 광구 1급
공회의 경비 분배는 70% 이상 등 특수한 산업,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분배율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화전국총공회의 공회재무관리체제와 경비분배에 관한 임시규정(中华全
国总工会关于工会财务管理体制和经费分成的暂行规定)」(1982年1月7日) 참조.
16) 「중화전국총공회의 공회경비 상납방법 조정에 관한 통지(中华全国总工会关于调整工会经费上缴
办法的通知)」, 「전총재무부가 하달한 중화전국총공회의 <공회경비 상납방법 조정에 관한 통지>
관철에 관한 통지(全总财务部下发关于贯彻中华全国总工会《关于调整工会经费上缴办法的通
知》的通知」.
17) 중국 지방법규를 살펴보면, 광둥성의 경우 기층공회와 지역공회가 각각 50%으로 분배하고 있고
(转发中华全国总工会关于调整工会经费上缴办法的通知 (粤工总财[2005] 203号), 베이징시 순
이구(順義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층공회가 60%, 나머지 40%는 지역공회(베이징시
총공회, 전국총공회 각각 5%)로 분배하고 있다(工会会费的收取·工会经费拨缴核算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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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세무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무기관은 공회경비를 대리징수해 주고 5%에서 많게는 15%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18)

█

공회설립주비금의 의의 및 문제점

중국 공회관련 문건에는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

은 사업장도 ‘공회주비금(工会筹备金)’이라는 명목으로 세무기관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공회주비금’은 “상급공회에서 파견된
인원이 공회가 설립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회설립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기간 동안 발

생하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상급단위로의 분담금 기준은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
장에서 사측이 지급하는 공회경비와 마찬가지로 매월 전체 직원 임금총액의 2%를 상급공회에
공회주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상술한 공회주비금의 개념을 토대로 공회
주비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회주비금은 상급공회에서 파견된 인원이 공회
가 설립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지도할 때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상급공회가 공회의 설립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다. 둘째, 공회주비금은 공회설립을 주비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다.
즉 공회주비금은 공회설립 기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상급공회가 받
은 공회주비금이 공회설립에 실제로 사용될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공회주비금을 받
아서는 안 된다. 셋째, 공회설립 후 사측은 더 이상 공회주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사측은
매월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를 공회경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회주비금은 공회

18) http://www.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19) 중화전국총공회 사무청의 기층공회조직 설립주비기간 공회경비(주비금) 납부사항에 관한 통지
(中华全国总工会办公厅关于基层工会组织筹建期间拨缴工会经费(筹备金)事项的通知(总工办发
[2004]2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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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공
회법(工会法)’의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20) 중국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소장 창
카이(常凯) 교수는 공회주비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총
공회에 회비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회주비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21)

‘공회주비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중화전국총공회 반공청(办公厅)이 반포한 ‘통지 ’에서 최초
22)

로 언급되었지만, 중화전국총공회는 입법 권한이 없다. 그래서 2008년 10월 21일 개최된 중국
공회 제15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회장정(中国工会章程)’을 개정해 중화전국총공회는 공회

주비금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었다. 즉 ‘중국공회장정’ 제37조 제2항은 “공회
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 기관 및 기타 사회조직은 임금총액의 2%를 상급공회에

공회설립주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회법’은 공회설립주비금과 관

련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된 ‘중국공회장정’의 이 조항은 ‘공

회법’의 수권 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공회법’ 제4조 제2항은 “공회회원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
회장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장정은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중국공회장정’이 ‘공회법’의 수권 범위를 뛰어넘어 법률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하는 바람에 ‘공회주비금’이 터무니없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20)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02년부터 각급 성과 시에서 공회주비금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
으로 보고 있고, 공회주비금은 기층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국총공회가 공회주비금을
걷는 것이 공회건립을 촉진한다고 판단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한다 (http://www.
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21) http://www.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22 중화전국총공회 사무청의 기층공회조직 설립주비기간 공회경비(주비금) 납부사항에 관한 통지
(中华全国总工会办公厅关于基层工会组织筹建期间拨缴工会经费(筹备金)事项的通知(总工办发
[2004]2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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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공회경비의 개념, 재원, 사용 목적, 분배방법과 세무기관의 대리징수 및 공회
주비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공회는 시장경제 체제하의 노동조합과 달
리 공회경비의 대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는 중국 특색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중국공회가 사용자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회의 자주성이 크게 상실되었다는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사용자
의 공회경비 지원으로 인한 공회 자주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중화전국총회가 법률
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무기관을 통해 공회경비를 걷고 있는 이유는 천문
학적 금액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공회주비금에 대한 세무기관의 대리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회가 없는 기업에서 공회주비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다. 그렇지만, 세무기관은 세무조사, 영수증 발급 거부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동
원해 공회주비금의 납부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이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공회경비 및 공회주비금과 관련된 법률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이들 비용의 징수와 지출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회와 공회회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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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많은 매니저들이 코치의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해
많은 기업들이 연간 개인 성과를 검토할 때, 매니

많은 기업들이 코칭을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저들이 코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임금인상이나 보너스가 없

고 있다. 하지만 많은 매니저들은 코칭할 능력이 부

는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최근과 같은 불

족하고 심지어 코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황에서 기업들이 동기부여를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있다. 둘째, 직원들에게 조직의 목적을 정확하게

275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코칭 중심의 성과제도

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경쟁적 평가방식 대신 코

도입이 쉽지는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매니저들이 코

칭과 개발 중심의 성과 평가 모델을 도입했다고 응

칭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기존의 평가

답했다. 이 수치는 2000년 조사에 비해 60%가 증가

제도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큰 이유 중의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밀레니엄 세대가 일을 시

하나다.

작하면서 시작되었다. 밀레니엄 세대는 즉각적인 피

•출처: Human Resource Management Online, 2011

드백을 선호하고, 매니저나 멘토와 일대일 의사소통
을 원하기 때문이다.

년 8월 2일자, ‘Companies Draw Up Coaching

Play for Managers, but Many Can't Coach’

미국 : 무급 인턴들 소송 제기하다
영화 “블랙 스완(Black Swan)”의 제작팀에서 인턴

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접

을 한두 청년이 영화사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소송

수된 이 고소장은 “블랙 스완”의 제작자 폭스 서치라

을 제기하며 영화계에 널리 퍼진 무급 인턴제 관행

이트 픽처(Fox Searchlight Pictures)가 인턴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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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기보다는 직원들이 해야

소송은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가 최저임금법을 위

할 잡다한 일들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법

반했다고 주장한다. 무급 인턴제를 운영하려면 인턴

상 무급 인턴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인턴들에

십은 인턴에게 이득을 주어야 하며, 다른 정규 직원

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고소장

들의 일자리를 뺏지 말아야 하며, 인턴십 경험은 교

에 따르면 제작사는 인턴들을 제작 보조, 회계, 비서,

육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유사하여야 하며,

잡일 담당으로 이용했으나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

회사는 인턴의 활동에서 즉각적인 이득을 얻어서는

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몇

안 된다.

년간 영화계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무급 인턴제도가

영화사들은 영화계의 무급 인턴제가 교육적이고

급증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무급 인턴제가 부유하고

많은 이들이 탐내는 자리이며, 영화계에 진출할 수

인맥이 넓은 이들을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불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항변한다.

평한다.
원고 중 한 명은 2009년 웨슬리안대학 영화학과

를 졸업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블
랙 스완” 팀에서 일했는데, 그는 제작 스탭들을 위해

커피를 끓이고, 점심 주문을 받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피스 청소 일을 담당했다. 영화 “블랙 스완”은 3억

다른 원고는 42세의 MBA 학생으로 “블랙 스완”팀

의 회계 인턴이었다. 그는 물품 구입 주문서와 소구
좌출납금 서류를 작성했으며, 서류에 필요한 서명을
받으러 다녔으며, 인사과 서류의 빠진 정보를 메우
는 일을 담당했다. 영화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기회
를 알아보던 중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산업에

달러(한화 약 3,446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와

발을 들여놓기 위해 무급 인턴제를 어쩔 수 없이 받

같은 인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화 제작사

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게는 별 영향이 없었겠지만 자신들에게는 큰 영향
을 끼쳤을 것이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 소송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되는 무급 인턴제에 도전하는 첫 번째 소송

이 고소장은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의 다양한 영

이라고 말하며, 인턴들은 미래의 기회를 박탈당할

화팀에서 일한 무급 인턴들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

것을 두려워해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발언하는

터 집단 소송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고소장은 체불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임금 지급뿐 아니라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가 앞으로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1년 9월 28일자,

불법적인 무급 인턴제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
로 금지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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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 : 자영업자들의 공적부조금 수령 및 장기실업자들의 재고용 경향 모두 증가
근래 독일에서 점점 더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잡센터의 일자리 중계인들(Arbeitsvermittler)은 이

공적부조를 의미하는 소위 ‘하르츠 IV’를 수령하고

러한 현상을 보면서 아우프슈토커들이 사회 국가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연방노동국(BA)에

원리를 남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 문

따르면, 하르츠 IV (또 다른 표현으로 ‘제2실업수당’)

서상 일부러 소득신고를 적게 하여, 실제로는 공적

를 수령하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지난 2007년에서

부조금에 의존해 생활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낼

2010년 사이 약 5만 명 이상 증가하여, 그들의 연평

여지가 자영업자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잡센터

균 규모는 약 12만 5천 명에 이르렀다.

직원들은 근래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이미 2011년 2월에 BA는 약 11만 8천 명에 달하

는 ‘아우프슈토커(Aufstocker: 소득이 있음에도 그

부족으로 추가적으로 공적부조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킴)’가 자영업자들 가운데 있음

자들(Firmeninhaber)이 잡센터에 와서 하르츠 IV를
신청하고 또 수령하고 있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을 공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약 8만 5천 명은 과거

경우, 두 사람의 실업자 중 단 한 명에게만 기초생활

400유로(한화 약 65만 원)도 채 안 되는 소득을 지녔

보장상 하르츠 IV로부터 성공적인 이탈이 이루어지

었고, 2만 5천 명은 자영업자 시절 최대 월 800유로

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석

(한화 약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며, 그 나머

하면서 독일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AB)는 일단 그

지도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의 다양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고용관계들이

자영업자로서 아우프슈토커인 이들의 뚜렷한 증

가는 BA가 주관하는 일자리 중계 기관인 ‘잡센터

(Jobcenter)’에서 이미 2008년에 집계, 발표한 바 있
다. 당시 하르츠 IV 수령자가 된 자영업자들의 수가

대부분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의 영위는 단지 55%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실업수당의 수급자들은 “조력 요구의 감소와

급격히 증가하여 약 7만 2천여 명에서 거의 9만 6천

극복을 향한 노력에 주목할 만한 동학”을 나타내고

명 가량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2010년에도 다시 한

있다. IAB의 연구진들에 의하면 2008년에는 106만

번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3천 명의 하르츠 IV 수급자들이 실업상태에서 벗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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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차례 혹은 여러 차례 사회분담금의 지출의무

잡들(Mini-Jobs)을 새롭게 시작하여, 금융위기의 어

를 갖는 정규 고용을 영위했다. 그들에게는 111만 7

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으로 상당한

천 개의 사회보험분담금 의무를 지니는 일자리들과

정도의 일자리 수용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했다.

함께 모든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보험분담 의무를 지

•출처: Frankfurter Rundschau Online, 2011년 6

니는 일자리의 15.5%가 돌아갔다. 이 일자리의 약
1/4은 잡센터를 통해서 지원되었다.

월 14일자, ‘Hartz IV fü r Selbststä ndige:
Hunderttausend schlechte Geschäftsideen?’

끝으로 하르츠 IV 수령자들은 56만 5천 개의 미니

독일 ‘1유로
:
일자리’
의 공정한 실행을 위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
근래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탄생한 소위 ‘1유로

일자리(Ein-Euro-Jobs)’는 장기실업자들로 하여금

부조금)의 수령자는 그들의 노동에 대해 더 많은 급
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취득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적은 급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

전망을 상실한 장기실업자들을 공공서비스상의 단

하게 하여 그들의 사회적인 소외를 막고, 동시에 공

순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취지의 1유로 일자리

공서비스에서 필요한 업무 효율에 기여하도록 한다

가 현실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

는 취지를 지닌다.

성을 제거한 판결이었다.

현행 법령은 1유로 일자리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의 판결을 이끌어내게 만들었던 소

그리고 공공의 이해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

송 당사자인 안드레아 스코트(Andrea Scott)는 칼스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유로 일자리를 통해서 정

루에(Karlsruhe)에 거주하는 하르츠 IV(공적부조, 제

규적인 사회보험 의무를 지니는 고용관계가 대체되

2실업수당의 다른 표현) 수령자였다. 2005년에 그

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은 연방

녀는 잡센터로부터 칼스루에 시의 노동자복지단

노동에이전시(BA) 산하에 설치된 일자리 중계기관

체의 지역연합체(Kreisverband Karlsruhe-Stadt der

인 잡센터(Job Center)다.

Arbeiterwohlfahrt)에서 일을 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

최근 카셀(Kassel)에 위치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단체에서는 그녀에게 청소인력으로 주당 20시간씩

(Bundessozialgericht)이 1유로 일자리의 오남용을 제

의 1유로 일자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실제로 그녀는

거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초과노동지출보상의 명목으로 1시간에 2유로씩을

있다. 그 내용은 만일 잡센터가 법규에 부합하지 않

지급받았으나, 자신의 그러한 업무 수행이 근본적으

게 1유로 일자리를 중계할 경우, 제2실업수당(공적

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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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다른 노동관계를 맺고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하다며 알지리 자체의 구축작업은 오직 잡센터만이

동료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만일 잡센터 공

급기야 독일노총(DGB)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노총의 법률자문관은 “1유로 일자리
는 그 자리에서 불법적임”을 강조했다. 노총의 법률

자문관은 스코트 씨가 수행한 노동복지단체에서의

노동은 “추가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내려 이

무원들이 법규에 부합하지 못한 1유로 일자리를 중
계할 경우 해당 실업자에게 수행된 노동에 대한 대
가로 대체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잡센터라고 결
론을 지었다(이는 올 4월에 법원의 제14 세나트의
결정을 확증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 Az.: B 14 AS

를 소송으로 이끌게 했다. 스코트 씨를 위한 소송을

98/10 R). 즉 이번 판결이 명확히 한 것은 기본적으

제기하면서 노총은 그녀의 업무가 추가적인 것이 아

로 1유로 일자리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해 가능한한

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따르는 급

추가적인 지불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는 사용자가 아

료를 받는 청소인력들과 마찬가지로 월 876유로(한

니라 공무원이라는 것이다(Az.: B 4 AS 1/10 R).

화 약 140만 원)의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하여 독일노총(DGB)은 그러한 결정에 대

이에 대해 노동자복지단체(AWO) 측은 그 일자리

해서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이를 통하여 미래에 실

에 1유로 일자리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어떤 다른 일

업자들에게 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1유로 일자리의

자리도 삭감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유로 일자

수행 시에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보편적으로 간주되

리가 법령에 의거 노동관계로 간주되어질 수 없는

는 임금을 잡센터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손쉬워

한, 이 경우 AWO가 지불의무를 갖는 어떤 노동계약

졌다는 것이 노총 측의 해석이다.

도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연방사회법원(제4 세나트)은 일단 AWO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내용의 판단을 내렸다. 즉 이 경

우 사용자인 AWO는 잡센터의 ‘행정조력자’에 불과

•출처: Welt Online, 2011년 8월 29일자, ‘Bundes

sozialgericht: Ein-Euro-Jobber können
mehr Geld fordern’

독일 : 파견근로업 최저임금제 금년 내 도입 불투명
금년 내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파견근로자를 위한

에게 일반적 효력 선언을 통해 적용되어 임금하방

최저임금제가 올해 안에 시행되기 힘든 상황에 놓이

기준 설정의 기초가 될 임금협약이 아직까지 연방노

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의 보도

동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7월 초에 사용자

에 따르면, 파견근로업 부문의 모든 국내외 기업들

와 노동조합 측에서 제출한 임금협약에 대해 연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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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에서는 내용상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이의 수정

지금까지 중동부 유럽국가로부터의 근로자들의 유

을 위해 다시 반송시킨 바 있다. 임금협약 제출로부

입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노동국의 봐이

터 최저임금제 시행이 공표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

제 국장의 말을 인용하면 “독일이 많은 사람들이 생

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최저

각했던 것과는 달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연

임금제가 금년 이내에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

방노동국의 추정에 따르면, 신규 중동부 유럽회원국

우 낮아진 상태다.

가들로부터 유입된 근로자 수는 5월과 6월 사이에

지난 2월에 연방정부와 야당 측은 하르츠 IV 개혁

약 33,00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 둘러싼 협상위원회에서 파견근로업 부문에서 사

이처럼 독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심이 상

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상으로 합의된 임

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예를 들어 대다수의 중동

금인상 내용을 일반적 효력 선언을 통해 파견근로

부 유럽국가 노동자들이 독일이 아니라 경제상황이

업 전체에 적용하여 소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가 적은 영국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업 부문 근로자들

이나 아일랜드로 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월 1일부터 서독 지역의 경

들의 경우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

우 7.79유로(한화 약 12,580원) 그리고 동독 지역의

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주노동자들 간에 네

경우 6.89유로(한화 약 11,130원)가 될 전망이었으

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동부

며, 11월부터는 각각 7.89유로(한화 약 12,740원)와

유럽국가들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기

7.01유로(한화 약 11,320원)가 될 예정이었다.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는 유인이 낮아진

당시 파견근로업 부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성이 제기되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5월 1일부터 독

의 경우 금년도 2/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일 노동시장이 8개 중동부 유럽국가들에게 완전히

약 4.3%가 증가하였다. 물론 현재 많은 수의 외국

개방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의 상당한 유입이 예상되

인 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독일어를 배

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저임금 경쟁압력으로부터

우는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기업과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측에

는 노동력 유입이 증가할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의

서는 하르츠 개혁 의결협상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예상보다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의제로 내걸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

•출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11년

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
동시장의 황폐화 징조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동안
노동력 이동을 제한해 왔던 규정들이 폐지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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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자, ‘Fehlender Tarifvertrag Minde

stlohn für die Zeitarbeit kommt nicht voran’

세계노동소식

독일 :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 감소
그동안 지속되던 독일의 경제성장세가 어느 정

Jürgen Weise) 국장은 “9월 노동시장 상황은 이전보

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자 수 감

은 실업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는 등 건재함을 보여

소와 마찬가지로 취업자(Erwerbstätige) 및 사회보험

주고 있다. 9월에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신고된 실

4.5
의무고용자
수도 증가하였으며, 노동력 수요도 증가

업자(Arbeitslose) 수는 약 279만 6,000명으로 이

4.0 하였다. 연방통계청에서 산정한 통계치에
하였다고

는 지난 1991년 이래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따르면,
3.5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도 8월에 비해 약 52만

를 기록한 것이다. 연방노동국(BA)의 발표 내용을

1,000명이
3.0 증가하여 4,120만 3,000명으로 집계되

보더라도 이러한 실업자 수는 8월에 비해 무려 14

었으며,
연방노동국에 신고된 일자리
공급도 50만
Sept. 2011;2,796
2.5

만 9,000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
(Arbeitslosenquote)은 0.4%가 감소한 6.6%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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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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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슈피겔 온라인, 2011년 9월 29일자.
300,000
400,000

은 듯 보인다. 이에 대해 봐이제 국장은 “경제성장세

고 밝혔다.

에 힘입어 기업들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출처: 슈피겔 온라인, 2011년 9월 29일자, ‘2,79

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노동시장 또한 구조변경

Millionen Erwerbslose: Arbeitsmarkt trotz der

및 개혁을 통해 이러한 기회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Krisenstimmung’

스웨덴 : 단체교섭 개시 앞두고 LO소속 노동조합들 간 의견 불일치
스웨덴 생산직 및 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 LO 산

현재 LO 산하 노동조합들 간에 임금인상률을 둘

하의 각 조합들 간에 단체교섭 개시를 앞두고 상당

러싸고 표출된 의견 분산은 각 노동조합들 간 임금

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 노

인상 경쟁 체제에 들어가 급격한 임금인상을 가져올

동조합이 총연맹 LO의 의견 조정안을 따르지 않겠

위험을 초래한다. 비슷한 위기가 1980년대에도 발

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체 노동조합의

생하였는데, 그 당시 각 노동조합들 간의 임금인상

의견이 전체 단체교섭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쟁 현상은 LO 소속 노동자들의 급격한 임금인상

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하지만 LO의 임금인상

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시에 스웨덴의 국제적 경쟁

률 조정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심한 인플레를 초래해 실질

금속노동조합 IF Metall이 LO의 임금인상률 조정안

임금이 저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앞서 언급한

에 제일 먼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식품

3대 노동조합들의 LO 조정안 반대에 반하여 공공복

제조 및 판매업 종사자 노동조합 Livs도 같은 의견을

지부문 노동조합은 LO의 조정안에 찬성하는 의견

표명하였고, 추가로 일반 제조업체 노동조합 GS도

을 표시하였다. 공공복지부문 노동조합은 LO의 조

금속노조와 식품제조 및 판매업 노조의 예를 따른다

정안을 따를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가장 이득이 크

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LO의 단체교섭, 특히 임금인

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률 조정안은 지금까지 LO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LO의 전체 임금인상률 조정안은 제조업체 종사자
의 임금인상이 전체 스웨덴 노동자의 임금인상 수준
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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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SvD, 2011년 9월 11일자, ‘Perspektiv
avtalsrörelsen’

2. S
 vD, 2011년 9월 22일자, ‘Kommunal tror
på starkare samordning’

세계노동소식

스웨덴 : 사무직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안
지난 9월 초 스웨덴 사무직 노총 소속 노동조합

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능력개발계정 또

유니오넨(Unionen)은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 시기를

는 능력개발보험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가 임금의 몇

앞두고 2012년에 기본적으로 약 3.7%의 임금인상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기를 요구하

을 포함하는 임단협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조합

고 있다.

유니오넨의 협상 대표단은 보통 각 제조업 분야별

이번에 갱신될 임단협은 2012년 2월부터 효력이

사무직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협상안을 작성하는데

발생할 예정이며, 1 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제조업체 전반에 종사하는 사무직 직원

일부 사무직 종사자들의 임단협이 그 이전에 갱신되

22만 명에 적용하는 것으로 9월 30일자로 사업주

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조합 유니오넨 협상단은 이

측 협상 대표단에게 넘겨졌다.

들에 대하여 늦어도 2013년 1월을 기한으로 생산직

노동조합 유니오넨의 기본 협상안은 2012년
3.7%의 임금인상 요구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에
매월 최저 560크로나(한화 약 100,530원)의 임금인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출처: 1. Collega, 2011년 9월, ‘Fackens lönekrav:
3.7 procent’

상 요구안을 포함한다. 협상안에는 또한 현재 5개월

2. IF Metall, 2011년 9월 30일자, ‘Avtalskrav

로 제한되어 있는 부모휴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

för reallöneökningar och ökad konkurr

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또한 조합

enskraft’

영국 : 아웃소싱 및 고용 이전시 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 변화
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

리를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 규정

작된 고용관련법 심의(Employment Law Review)

을 고용관련법 심의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대상으로 TUPE 규정(Transfer of Undertakings

정부의 발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 민간과 제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도 포

3섹터를 포함하겠다는 정책의 변화와도 흐름을 같

함시킬 계획이라고 올 5월 발표했다. TUPE는 EU의

이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업무 위탁의 현대화

Directive: ARD)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서비스 공급

퍼(Green Paper, 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

자에게 고용이 이전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

서)는 자원 조직, 커뮤니티 조직, 자선단체 등도 공

‘기업 양도시 노동자 보호지침(EU Acquired Rights

(Modernising Commissioning)’라는 제목의 그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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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하는 내용
을 제안하고 있다. 그린페이퍼는 연구와 논의를 거
쳐 올 7월 발표된 백서(Open public service)로 다시
발표되었다.

해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포함시키는 ‘골드 플레이팅

(gold-plating)’이라며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법원 판결은 이 논쟁을 촉발시
키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영국 대법원은 지방정부

연립정부는 고용 관련 규정들이 영국 경제 혁신,

에서 근무하다가 민간업체로 고용이 이전된 노동자

특히 공공서비스 개혁과정에 잠재적인 장애물이라

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

고 여기고 있다. 몇몇 고용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이

을 들어줬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당사자인 24명

미 폐기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까지 연립정

의 노동자들은 런던 내 한 지방정부에서 레저서비스

부는 지방정부 및 NHS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들의 고용계약

공하는 업체에 신규로 입사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

은 지방정부 단체교섭기구인 공동협의회(National

동조건이 공공부문에서 이전돼 온 노동자들과 견줘

Joint Council: NJC)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된 임금인

불리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이른바

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이중 노동시장 코드(Code of Practice on Workforce

Matters)’를 폐지했다. 이는 경영계의 요구와도 일치

업무는 2002년 민간업체(CCL Ltd.)로 이관된 이후
2004년에 다시 다른 업체(Parkwood Leisure Ltd.)로

한다. 영국산업연맹(CBI)은 지난해 6월 제출한 보고

이관됐다. 그런데 새 업체는 2004년부터 2007년 사

서에서 TUPE 규정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2가지 부

이의 기간 동안 NJC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분을 노동

분을 발표했다. 첫째, 사용자들은 기존 노동자와 공

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공부문에서 이전돼 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화

것이다. 대법원은 고용이 이전된 지 몇 해가 지났더

시키기 위한 운신의 폭을 더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라도, 현재 해당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새로운

둘째는 2006년 개정된 이래 TUPE 규정의 적용범위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TUPE는

에 관한 것인데, TUPE 규정은 ARD에 근거한 사업

권리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

의 이전(business transfers)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주

아들인 것이다.

체의 변경(service provision changes)에도 적용돼 왔

탈규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욕구는 분명하다. 연

다. 서비스 제공 주체의 변경은 케이스별로 결정돼

립정부 출범 전의 노동당 정부는 새롭게 업무를 위

왔던 서비스의 이관 행위, 즉 2차 계약(업체의 변경)

탁받은 사용자들에게 경제상황 및 기술적 조직적 요

과 이관된 서비스가 다시 원래의 기관으로 돌아간

인을 전제로 고용계약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

(back in-house) 경우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들은 이

으로써 ARD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케 하도록 시도

경우는 ARD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한 바 있다. 하지만 ARD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조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특정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

가 가능하도록 얼마나 허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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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사건 이후 이

•출처: Eironline, 2011년 8월 18일자, ‘Changes to

와 관련한 소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

Regulation of Outsourcing and Employment

립정부가 TUPE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Transfers’

상반된 접근법을 재점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영국 : 총리실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보류에 관해 비밀리에 외부 자문을 요청
올해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부처에서 법률 검토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요청하는

시행 여부 등을 두고 총리실에서 비밀리에 외부 자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연립정부 내

문을 요청한 사실이 데일리 텔레그래프 보도를 통해

보수-자민당 간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밝혀졌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2008년 11월 19일

것으로 보여진다. 자문을 맡은 유럽연합 인권법률

제정된 유럽연합지침(Council Directive 2008/104/

전문가 Martin Howe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EC)에 따라 영국 의회에서 2010년 1월 20일 제정한

첫째,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여 물타기(water down)

것으로 12주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정규

하는 방안, 둘째,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

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

셋째, 유럽연합지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

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

러나 이 대안들은 유럽연합지침을 따르지 않게 될

매년 약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7,479억 원)의 추

경우 물어야 하는 수백만 파운드의 벌금, 파견근로

가 부담이 뒤따른다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

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야당 및 노동조합의 강력한

다. 지난해 출범한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규제 개

반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데일리 텔레

혁 차원에서 기존 법률 또는 시행 예정인 법률의 타

그래프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

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했는데, 경영계의 요청에도

는 현 정부에서 이 법 시행의 보류 등을 실제로 추진

불구하고 자유민주당 출신 빈스 케이블 장관이 이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는 기업혁신기술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기로 결

•출처: The Daily Telegraph, 2011년 9월 5일자,

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밝혀진 총리실의 비밀 연
구용역은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David Cameron Moves to Water Down

New EU Job Laws’

총리실에서 발주한 것으로, 이는 통상 내각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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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워크 프로그램의 효과 여부
영국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사용자들의 열린 마음 (Keeping an open mind)
WP에서 우선 사용자들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이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 이하 ‘WP’)이

복지급여 수급자들과 장기실업자들이 직장에 적응

다. WP는 장기실업자들이 민간 서비스 공급자의 도

하는 초기 과정에서 팀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관계

움을 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

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필요하며, 그 바탕에

연립정부는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장기적으

는 이른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중요

로 예산 절감에 더 기여한다고 보고 사업 활성화를

하다. 이들 근로자들의 적응을 위한 명확하고도 체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11~12 회계연도에는 60만

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들이 기업 조직

5,000명, 2012~13년에는 56만 5,000명의 참가를 예

에 몰입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함께 시간적인

상하면서 총 30억 파운드(한화 약 5조 5,187억 원)에

여유가 필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일을 해

서 50억 파운드(한화 약 9조 1,978억 원)를 WP사업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인데, 작업장의 기존 규율과 작

에 투자하려고 한다. 서비스 공급기관은 정부와 최

업과정의 매뉴얼을 어떻게 숙지하고 내면화할 것인

장 7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장기실업자들의 구직을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때로는 관대한 여

지원하는데, 채용된 개별 근로자에게는 최저 4,050

유가, 때로는 시간지키기 등 기본 규율에 대한 엄격

파운드(18~24세 구직급여 수급자, 한화 약 745만

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이들의 탈락률이

원)에서 최고 13,120파운드(종전 장애급여 수급자,

높은 것이 사실이다. WP를 시행하고 있는 한 피트

한화 약 2,414만 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WP를 통해

니스센터의 경우 탈락률이 40%나 되는데, 상당한

오랫동안 일하려는 의지가 없었거나 일할 능력이 떨

훈련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들 참가자들이 집과 동

어져 있는 장기실업자들을 서비스 공급기관과 사용

료 그룹으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자들이 어떻게 독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용
자들이 추가 부담과 책임을 안고 이들을 진짜 고용
하려고 하겠는가? 서비스 공급기관은 사용자들의

수습훈련과 정규교육훈련(Apprenticeships and formal
training)

이해를 진정으로 대변하면서 비용을 청구하는가?

WP 제도로 채용된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서비스 공급기관은 지금도 어려운 직업소개(job-

있는 정책으로 수습훈련과 정규 교육훈련을 강화하

match)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

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수습과정에 훈련을 함으로

들이 여전히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써 정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예상 직업에 종사
하면서 미리 직업을 체험하는 것은 WP 제도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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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위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자

비판적인 시각 (Concerns)

체 수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가 현재

WP에 대해 노동시장 내에 질 낮은 일자리와 저임

센터의 부지배인으로 있다.

금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서비스 공급기관들은 참가자들이 사용자의 요구

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채용 후에 성과가 좋으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될 수 있

면 승진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고

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기관의 경우 최대 2년간 참

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비스 공급기관

가자들에게 일자리 탐색기법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

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급도 채용 후 실적까지 고려

하면서 이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일자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서비스 공급기관

연결시킨다. 공급기관들이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것

의 대표는 “우리는 참가자들이 채용된 후 상당 기간

도 중요한데, 기업의 구인행사 지원, 구인광고 대행,

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대부분의 비용을

구직자 모집 및 면접 지원, 채용 전후 교육훈련 등이

지급받는다. 즉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제대로 연계하

이에 포함된다.

는 것은 서비스 공급기관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고 밝혔다. WP가 진전된 제도라는 점은 틀림없다.

지역에 기반한 인적자원 (Locally based workforces)

하지만, 과연 240명의 실업자와 이들을 채용하는 사

WP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용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지역에 어떤
부문의 어떤 직종이 구인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재지에서

할 것이다.

•출처: P
 ersonnel Today, 2011년 9월 14일자, ‘The
Work Programme - will it work?’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가진 구직자들이 얼마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_121

아시아

일본 : 비정규직 고용 증가와 그 배경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1년 8월 29일, 「취업형

응’ 20.2%(18.9%), ‘임시/계절적 업무량 변화

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

에 대응’ 19.1%(16.6%), ‘정사원을 확보할 수 없

다. 파트타임근로자, 촉탁사원, 계약사원, 파견근로

어’ 17.8%(22.0%), ‘정사원을 중요업무에 특화’

자 등,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17.3%(16.8%), 그리고 ‘정사원의 육아/개호휴업대

이 38.7%로 2007년의 37.8%에 비해 약 1%p 증가

책’ 6.7%(2.6%)이었다(그림 1 참조). 2007년에 비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전체

크게 증가한 고용 이유는 임금절약, 임금 이외 노무

근로자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파트타임근로자가

비용 절약, 고령자 재고용대책, 정사원의 육아/개호

22.9%로 가장 많았는데, 2007년에 비해 0.4%p 증

휴업대책으로서 노무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자 재고

가하였다. 이어 계약사원 3.5%(2007년 2.8%, 이하

용과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기 위한 항목이었다.

같음), 파견근로자 3.0(4.7%), 촉탁사원 2.4%(1.8%),

한편,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출향사원 1.5%(1.2%), 임시직 0.7%(0.6%), 그리고

‘자기사정에 맞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가 38.8%

기타 4.7%(4.3%)였다. 2007년에 비해 파견근로자는

로 가장 많았는데, 2007년에 비하면 3.2%p 감소

감소한 대신에 계약사원 및 촉탁사원이 증가하였음

하였다. 이어 ‘가계보조, 학비 등 조달’ 33.2%(2007

을 알 수 있다.

년, 34.8% 이하 같음), ‘통근시간이 짧아서’ 25.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23.2%), ‘가사/육아 등 가사와 양립하기 위해’

것이 ‘임금절약을 위해’가 43.8%로 가장 많았는

24.5%(25.3%),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데 2007년에 비해 3%p 높았다. 이어 ‘1일, 주중 일

없어서’ 22.5%(18.9%),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

의 번한에 대응’이 33.9%(2007년, 31.8% 이하 같

는 돈을 벌기 위해’ 21.4%(20.8%), ‘전문적인 자격/

음), ‘임금 이외의 노무비용 절약’ 27.4%(21.1%),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18.6%(14.9%), ‘근무시간이

‘속전력, 능력 있는 인재확보’ 24.4%(25.9%), ‘전

나 근로일수가 짧아서’ 15.4%(15.5%), ‘간단한 일

문적 업무에 대응’ 23.9%(24.3%), ‘고령자 재고

이고 책임도 적어서’ 9.9%(9.4%), ‘보다 수입이 많

용 대책’ 22.9%(18.9%),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은 일을 하고 싶어서’ 8.3%(8.8%), ‘취업조정을 하

량 조정’ 22.9%(18.9%), ‘긴 영업/조업시간에 대

기 위해’ 4.8%(5.5%), ‘조직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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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일수가 자기 희망에 맞아서

3.7%(6.6%), 그리고 ‘체력적으로
정사원으로 일할
직장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근로시간/일수가 자기 희망에
정규직에 비해 책임이 가볍고 잔업이
직장의 인간관계가
실업의 염려가 당분간

73.5

60.6

증가하였는데, 기업
43.9 측의 이유로는 노무비용을 절감
39.4

맞아서
적어서
좋아서
없어서

73.5

수 없어서’ 3.2%(2.9%)였다. 2007년에 비해 비교적

31.6
60.6 양립을 추진하기 위해
하고 27고용자
재고용과 일가정

크게 증가한 항목은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

25.7
39.4
서였고,
근로자는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31.3
31.6

43.9

정규직에 비해 책임이 가볍고 잔업이 적어서

22.3 27

임금수준 만족
가 없어서, 전문적인 자격/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업의 염려가 당분간 없어서

였다.

계약기간이 자기 희망에 맞아서

24.8
없어서,
25.7 혹은 전문적인 자격/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12.1

임금수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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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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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1.3

22.3
서였다.
24.8

15.8
이상, 2007년과 2010년의 비정규직 고용/선택의
•참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1년 8월 28일자,
3
12.1
5 7.1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은 파견

‘平成22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
2011년 조사

15.8

2011년 조사’
実態調査の概況

3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어서
5
근로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계약사원 및 촉탁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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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사에서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제법)과 같은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 제정을

고 응답한 비율은 55.3%(2009년 조사 55.7%, 이

위한 검토자료로서 2009년과 2011년에 실태조사를

하 같음), 불만 44.7%(44.3%)로 만족이 불만보다

실사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많았다. 만족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을 보면, 단시

직장 만족/불만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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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짧
가가
아아
전전
사
사
서서
문문
와
와
적적
양양
인인
립립
자자
하하
격격
기기
/기/기
쉬쉬
능능
워워
을을
활활
용용
하하
기기
취취
위위
업업
해해
조조
정정
을
을
간간
단단
하하
한한
기기
일일
위위
이이
해해
고
고
보보
책책
다다
임임
수수
도도
입입
적적
이이
어어
많많
서서
은은
일일
을을
조조
하하
직직
고고
에에
체체
싶싶
력력
얽
얽
어어
적적
매
매
으으
이이
로로
고고
정정
싶싶
사사
지지
원원
않않
으으
아아
로로
일일
할할
수수
없없
어어
서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기간

■ 비정규직 직장 만족 이유(최대 3개까지 선택)
근로시간/일수가 자기 희망에 맞아서
근로시간/일수가 자기 희망에 맞아서
직장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직장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정규직에 비해 책임이 가볍고 잔업이 적어서
정규직에 비해 책임이 가볍고 잔업이 적어서
실업의 염려가 당분간 없어서
실업의 염려가 당분간 없어서
임금수준 만족
임금수준 만족
계약기간이 자기 희망에 맞아서
계약기간이 자기 희망에 맞아서
휴가제도/복리후생에 만족
휴가제도/복리후생에 만족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어서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어서

7.1
7.1

15.8
12.1 15.8
12.1

31.6
27 31.6
27
25.7
25.7 31.3
31.3
22.3
22.3
24.8
24.8

43.9
39.4 43.9
39.4

15.8
15.8

3
3 5
5

2011년 조사
2011년 조사

■ 비정규직 직장 불만 이유(최대 3개까지 선택)
임금의 절대수준이 낮아서
임금의 절대수준이 낮아서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서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서

32.7
32.7
16.1
13.1 16.1
13.1
16
16
15.9
15.9
13.8
13.8
14.6
14.6

근로시간/일수가 자기 희망에 맞지 않아
근로시간/일수가 자기 희망에 맞지 않아
직장 인간관계가 나빠서
직장 인간관계가 나빠서
휴가제도, 복리후생이 좋지 않아
휴가제도, 복리후생이 좋지 않아

계약기간이 자기 희망에 맞지 않아
계약기간이 자기 희망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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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37.9
37.939.9
39.9

41.1
41.1

11
1112
12

계약기간이 짧아 길게 일할 수 없어
계약기간이 짧아 길게 일할 수 없어
책임이 무겁고 잔업이 많아
책임이 무겁고 잔업이 많아

2009년 조사
2009년 조사

44.6
42 44.6
42
41.8
41.8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질 전망 없어서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질 전망 없어서

언제 해고가 될지 몰라서
언제 해고가 될지 몰라서

73.5
73.5

60.6
60.6

2.4
2.4
3.2
3.2

7.8
7.8 11.1
11.1

2011년 조사
2011년 조사

2009년 조사
2009년 조사

세계노동소식

계약사원 51.0%(52.5%), 기간제사원(직접고용)

한편, 비정규직의 불만 이유를 보면, ‘열심히 해도

51.0%(52.3%), 촉탁사원 50.9%(60.3%), 정규직 유

더 나아질 전망이 없어서’ 44.6%(42.0%), ‘임금의 절

사파트 49.9%(59.7%), 파견근로자 45.4%(51.6%)

대수준이 낮아서’ 41.8%(37.0%), ‘근로시간/일수가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시

자기 희망에 맞지 않아’ 16.1%(13.1%), ‘직장에서의

의 만족 비율이 2009년에 비해 낮아졌는데, 2009

인간관계가 나빠서’ 16.0%(15.9%)의 순으로 2011

년 조사에서 실시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2011

년이 2009년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직장의 절대적

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만족도

인 환경이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이

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2009년보다 낮아진(즉 개선된) 이유를 보면, ‘임금수

의 만족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은 ‘근로

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서’ 37.9%(39.9%), ‘언제 해

시간/일수가 자기 희망에 맞아서’로 73.5%(60.6%)

고될지 몰라’ 32.7%(41.1%), ‘책임이 무겁고 잔업이

에 이르렀고, 이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많아’ 7.8%(11.1%), ‘계약기간이 자기 희망에 맞지

43.9%(39.4%), ‘정규직에 비해 책임이 가볍고 잔업

않아’ 2.4%(3.2%)였다(그림 2 참조). 정규직과의 상

이 적어서’ 31.6%(27.0%), ‘계약기간이 자기 희망에

대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만이나 언제 해고될지

맞아서’ 15.8%(12.1%)의 순으로 2011년이 2009년

모르는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불만이 줄어들었음

보다 높았다. 그러나 ‘임금수준 만족’ 22.3%(24.8%),

을 알 수 있다.

‘휴가제도/복리후생에 만족’ 7.1%(15.8%)는 2011년
이 2009년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금전적

 생노동성 홈페이지, 2011년 9월 14일, ‘第
•참고: 후
91回労働政策審議会労働条件分科会資料’

인 만족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 : 18개 성급 지역, 2011년도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 인상
지난 7월 25일 열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1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2/4분기 언론발표회에 따르면, 2011년도 상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반기 중국 1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잇따

2011년도 상반기 동안 베이징, 톈진(天津), 산시(山

라 인상했고, 상반기 현재 월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西) 등 1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고

높은 지역은 선전시(深圳市)로 1,320위안(한화 약

소개했다. 또한 2011년도 상반기 현재 중국 13개 지

263,800원)이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역에서 2011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지역은 베이징시(北京市)로 13위안(한화 약 2,600

기준선은 대부분이 15%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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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적으로 기업임

일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고용단위는 최저 기준에

금조사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아직 최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최

저임금 기준을 인상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저보장선이지 결코 보통의 임금수준선은 아니라고

지도를 하여 적당한 시기에 최저임금 기준을 합리적

해명했다.

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차 5개년’ 규획 강요

에서 ‘12차 5개년(2011∼2015년)’ 기간 동안 최저임

한편, 이날 소개된 취업사업 실적에 따르면, 2011
년도 상반기 중국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655
만 명이고, 2/4분기 말 현재 도시지역 등기실업자 수

금 기준을 연간 13%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는

는 908만 명이며,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1%로

데, 이에 대해 인청지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도는 사

나타났다. 상반기 동안 5대 사회보험기금 총 수입

실상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액은 10,520.4억 위안(한화 약 210조 원)으로 동기

제도라고 소개했다.

대비 26.6% 증가했고, 5대 사회보험기금 총 지출액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의 연간 인상률이 13%
보다 낮지 않은 것은 주민소득을 배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청지 대변인은 사용자가

은 8,409.2억 위안(한화 약 168조 원)으로 동기대비
21% 증가했다.

•출처: 新華网, 2011년 7월 26일자, ‘上半年18个省
份调整最低工资标准 深圳全国最高’

최저 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말은 아니고, 이는 일종의 오해이며, 실질적으로

중국 : 베이징시 여대생의 60% 구직시 차별 경험
지난 8월 12일 베이징시(北京市) 부녀아동 업무위

大), 중앙재경대(中央財經大), 수도사범대(首都師範

원회(妇女儿童工作委员)는 「 베이징시 대학 여학생

大) 등 11개 대학 총 2,964명의 2011년도 졸업생을

취업상황 조사보고(北京市高校女大学生就业情况调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여학생은 전체 조사대

查报告)」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베

상자의 56%를 차지했다.

이징시 여대생은 취업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와 성

조사 결과, 여학생 가운데 61.5%는 구직과정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구직과정에서 차별

타났다. 그러나 여대생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보다 9.9% 높은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다. 이 가운데 16.7%의 여학생은 항상 차별을

이번 연구조사는 베이징대(北京大), 칭화대(淸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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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구

세계노동소식
직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남학생이었다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2일 베이징시는 ‘12차 5개년’ 베이징

통계에 따르면, 45.6%의 여학생은 이에 대해 익

시 부녀발전규획을 발표했는데, 규획에서 향후 5년

숙해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연

동안 취업차별을 해소하고, 정부, 부녀자 연합회의

구에 참가한 한 연구원은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소액대출, 기술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여성의 창업

권익보호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

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시 부녀아동 업

미하고, 여학생들 스스로가 권익보호 의식을 향상시

무위원회 사무실 마천통(马晨彤) 부주임은 베이징

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이미 928개의 여성창업지원기지를 건립했고,

이외에도 많은 여학생들은 좌담회에서 취업차별
에 직면했을 때, 어느 기관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진정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여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여대생 취업권익의 보호

부녀창업 소액담보대출 전문기금도 건립했다고 소
개했다.

•출처: 新
 浪网, 2011년 8월 13일자, ‘调查显示北京
逾6成女大学生求职受歧视’

중국 : 교도소 내의 농민공 자녀: 가정의식이 약화되어 귀향하길 원치 않는다
최근 “제2세대 농민공 범죄 투시”라는 보도가 나

1980년대 혹은 1990년대에 출생한 자로서 도시 문

가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

화와 빠른 생활방식에 익숙하고, 소득이 높지 않지

다. 이에 독자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열띤 논쟁을

만 소비 관념이 매우 강한 편이다. 이들은 제1세대

벌였으며,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

농민공처럼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따르기를 원치 않

았다. 아래는 농민공 자체의 특징과 그들의 특수한

고, 도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며, 남들과 비교하고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수감자의 교육·개조

근검절약의 의식이 약화된 세대다. 이들 대다수는

를 담당하는 뤼시(津西)수감소 장펑(张鹏) 교도관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즐기

인터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며, 쇼핑하기를 좋아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개인소비

소득이 불안정하고 소비가 이성적이지 못하다.

장펑(张鹏) 교도관은 “범죄를 저지른 제2세대 농
민공 중 대다수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고 소득이 불

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제2세대 농민공 대다수는

에 지출하는 이른바 ‘월광족(月光族, 그 달 버는 돈

을 남김없이 모두 다 지출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
어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고정된 소득이 없

지만, 돈을 펑펑 지출하여 생활에 쪼들리게 되어 범
죄의 함정에 휘말리기 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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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교외에 거주하며 인맥이 약하다.

마음이고, 최종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방을 빌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공은

함께 화목하게 살길 바랬다. 그러나 제2세대 농민공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근하거나 혹은 도시

은 이와 달리 번 돈을 주로 개인 소비에 지출하며 영

교외에서 거주한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에 거주할

원히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감

지라도 그들과 교류하는 대다수는 여전히 같은 고

정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향 사람 혹은 다른 성에서 올라온 농민공이며, 도시
주민과 교제하는 기회가 적은 관계로 상호 이해하는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기를 희망한다.

기회가 적어서 그들에 대한 도시주민들의 인상과 선

제1세대 농민공과 비교할 때 제2세대 농민공은

입견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 동시에, 농민공의 사

도시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길 원하고, 저소득층에

회 교류가 제한적이고 인맥을 넓히기 힘들어서 그

머물러 한평생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기술

들의 자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

을 배우고 훈련을 받기를 열망하고, 도시근로자와

기 무척 힘들다. 이들 대다수는 학력이 높지 않고 비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며, 타인으로부터 존중

교적 젊어서 쉽게 상호간에 영향을 받아 충동적으로

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도시의 각종 사회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며, 자신의 가치를 체험하길
희망한다. 상당수 제2세대 농민공의 범죄는 주인 혹

가정의식이 약화되어 귀향하길 원치 않는다.

은 동료 등 도시주민의 배척과 선입견과 관련되어

대다수 제2세대 농민공은 어렸을 때 그들의 부모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앞으로 제2세

와 떨어져 살아서 부모에 대한 감정이 애틋하지 않

대 농민공을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고,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며, 정(情)과 가정

것이다.

의식이 매우 약하다. 제1세대 농민공이 도시로 들어

 华网, 2011년 8월 16일자, ‘监狱长解读农
•출처: 新
民工子女：家庭意识淡不愿回家乡’

와 일하는 이유는 번 돈을 농촌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중국 ‘임금조례’
:
연내 제정 사실상 어려울 듯
중국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는 관계부처간의 의

견이 조율되지 않아 ‘임금조례(工资条例)’의 제정이
재차 연기되어 연내에 제정, 반포되기 어려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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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금조례’의 초안 가
운데 최저임금 및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기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전국 공상연합회 등의 반대에 직면했

세계노동소식
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

위), 전국공상연합회, 전국총공회 등은 ‘임금조례’와

된 규정도 국유기업 등 관련부문이 만족할 만한 해

관련된 핵심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

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기업에는

였다. 이 중 국자위 기업분배국의 연구는 주로 중앙

대량의 노무파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중앙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행은 국유기업의 고용비용

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조례’의 제
정에 참여한 전국총공회의 한 인사는 현재 ‘임금조
례’는 초안 작업 중이고 국무원에 상정하기에는 아

직 이른 시기이며, 구체적인 제정 시기가 아직 정해

유기업과 관련된 노무고용총량, 고용형식 및 노무파
견 등의 방면이었다. 연구조사 가운데 국자위는 점
진적으로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임금총액 관리범위
에 포함시킬 것과 파견근로자의 규범적인 사용과 관

리를 제안했다. 이 문제는 이후 ‘임금조례’ 가운데 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에 반포하기는 어려울 것이

쟁이 비교적 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규정으로 확

라고 말했다.

대되었다. 그러나 총공회는 공회조직의 건립을 통한

현재 제정 중인 ‘임금조례’는 일반 부처문건의 법

률규정보다는 법률효력이 한 단계 높고, 공무원 등
특수계층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일선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임금인상률이 완
만하며, 저층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중점
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기제
와 임금협상기제 등을 건립하는 데 입법취지를 두
고 있다. ‘임금조례’는 총칙, 임금지급, 정상적인 임

금인상요건, 임금협상 등의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와 노동경제연구소 장처웨이(张车伟) 부소장은 “노

동력의 가격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

임금단체협상기제의 건립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2010년 7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의 노동

보장과학연구원 양용치(杨永琦) 연구원은 ‘임금조

례’ 초안은 이미 제정되었고, 조만간 국무원에 보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임금조례’도 국무원의

연내 제정 입법계획에 들어갔다. 그러나 ‘임금조례’
제정에 대한 희망은 급속도로 산산이 부셔졌다. 올
7월 25일 인사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언론브리

핑에서 ‘임금조례’는 현재 제정 중이고 구체적인 제
정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인사
부 관련인사는 내부적으로 ‘임금조례’에 대한 함구

기 때문에 ‘임금조례’의 모든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

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저임

할 수 없지만 기본원칙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인

금의 설정, 임금인상기제의 건립 및 동일노동 동일

상기제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금
조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제정 작업을 시작했지

만, 그 이후의 노정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다. 2009년
과 2010년 2년 동안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

임금에 대해 각 방면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鳳凰网, 2011년 8월 22일, 《
‘ 工资条例》酝
酿三年仍难产 消息称今年难出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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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사회보장카드에 은행 업무 기능 추가
신분증과 유사한 사회보장카드에 앞으로 진료를
제외한 금융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2011년 8월

중국인민은행 리똥롱(李东荣) 은행장 보좌관은

“사회보장카드에 은행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기술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후샤

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드 자체가 보유하고

오이(胡晓义) 장관과 중국인민은행 리똥롱(李东荣)

있는 안정성이 높고 데이터 보유량이 크며, 다용도

은행장 보좌관은 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 뉴스 사무

기술을 보유한 특징은 사회보장카드에 은행 업무를

처에서 주최한 발표회장에서 앞으로 새롭게 추가될

추가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파악하고 있기로는, 카드 무단 복제의 가능성은 상

이에 앞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

당히 낮으며, 심사관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질

부와 중국인민은행은 연합하여 「사회보장카드에 금

것이다”라고 중국인민은행 리똥롱(李东荣) 은행장

융기능을 추가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사

보좌관은 강조했다.

회보장카드에서 금융 기능이 추가될 것을 결정하였

앞서 언급한 통지에 따르면, 사회보장카드에 금융

다. 관련 소개에 따르면, 금융기능이 추가된 사회보

업무를 추가한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장카드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이 사회보장과 공공

에 시범지역 방안으로 실시되고, 2013년부터 전국

취업서비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전자증명이며,

적으로 추진되며,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발행된 카

이는 사회보장서비스의 기본적 기능을 갖추었을 뿐

드는 모두 동일하게 IP카드를 채택한다. 현재, 중국

만 아니라, 은행 업무의 기능 또한 갖추어서 은행을

인민은행은 상업은행과 중국 은행연맹과 협력하여

통해 현재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전국의 지급 및 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설비를 대폭적으로 개조하였다.

산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보험 가입자는 실제로 카

전국 POS 단말기 설비는 이미 60% 이상 개조를 마

드로 납부하거나,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돈이나

쳤고, 카드 발행 생산원가와 수속 비용은 각급 성의

계좌를 어떤 회사나 계좌로부터 다른 회사나 계좌로

재정부서와 물가관리부서가 공동으로 기준안을 제

이체할 수 있으며, 현금 대체 소비 등 지급 및 결산

정하며, 그 비용은 대략 20위안(한화 약 3,900원)에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서 25위안(한화 약 4,88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그렇다면, 금융 기능을 추가한 사회보장카드는 은
행카드와 어떻게 같은가? 그리고 사회보장카드의
정보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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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출처: 新华网, 2011년 8월 30일자, ‘社保卡将兼具
银行服务’

세계노동소식

중국 : 중국 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10월 15일부터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 내에 취업한 외국인
은 반드시 근로자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험처리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기관에 외국인
취업증 처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다.

이로써 가입 근로자는 앞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카

납부 연한은 적립될 수 있다

드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사

외국인이 가입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관련 사회보험

회보험의 개인계좌는 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한 연금보험을 지

만약 고용업체가 법에 따라 외국인을 위해 관련 사

급받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을 떠나게 될 경

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관련부서로부

우 사회보험의 개인계좌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고,

터 처벌을 받게 된다.

다시 중국으로 와 취업할 경우 납부 연간은 적립되
어 계산된다. 본인이 서면으로 사회보험 관계를 중

취업한 지 30일 이내로 사회보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할 경우 사회보험의 개인계좌 금액은 일시금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9월 8일 「중국

본인에게 지급된다.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사회보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데 관

험의 개인계좌는 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다.

한 임시방안」을 반포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

중국 내에서 매월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

일 경우 주중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생존

록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영리단체, 기

증명서 또는 거주국 관련 기관이 공증, 인증하는 중

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고용업체는 외국

국대사/영사관이 인증한 생존증명서를 적어도 매년

인을 고용할 때 근로자기본양로보험, 근로자기본의

한 번 사회보장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업체와 근로자 개인은 정해진

사회보험 가입 후 사회보장카드를 지급받는다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관련 소개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중국 외에서 노동계약서를 체결한 후 중국 내 고
용업체에 파견된 외국인은 동일하게 5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처리기구로부터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
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를 지급받는다.

에 가입해야 하고, 중국 내 고용업체와 근로자 개인
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 연계성

고용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증을 발급한

중국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외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회보

국인 취업증」, 「외국 전문가증」, 「외국 상주 기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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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취업증명서와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지급받으며,
「외국인 영구거류증 (영주권)」을 보유하며, 중국 국
적을 소지하지 않는 채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

132_

2011년 11월호 <<

업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출처: 新
 华网, 2011년 9월 9일, ‘人保部: 境内就业
外国人10月15日起必须入社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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