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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술 시대에 대비하는 스마트정책

스마트기술 시대에 대비하는 스마트정책
허 재 준*

1)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5% 수준으로 OECD에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보고
한 나라들 중 가장 높다. 2010년부터 저임금근로자군의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
고 중위임금과 하위임금 간의 격차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
임금근로자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임
금근로자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임금근로자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해 온 탓
에, 이러한 임금격차 축소 경향이 몇 해 동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근로자 비중
이 단기간에 현저히 줄어들기 힘들다.
더군다나 지난 30년간의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는 질적으로 다른 스마트기술(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간주되었던 지능과 감성의 일부를 보완하고 확장하며 나아가 자체적으
로 인간 지능을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ICT 및 융합영역의 신기술)의 진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단초들이 발견되고 있다. 20세기에 기술이 인간의 ‘몸(brawn)’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뇌
(brain)’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마트기술의 진화는 글로벌 경쟁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순․반복․조작 업무뿐 아니라 지적 업무까지 대체하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서도 강력한 형태로 고직능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상대적으로 더 증가시키고 있다.
스마트기술은 노동수요의 숙련편향성(skill-biasedness)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간직종
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콜센터직원, 계산원, 대출․고객 상담원,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럭운전수, 배달원, A/S요원, 재고 관리자, 전문직 보조인력 일자리까
지 스마트기기와 스마트기술이 대체할 전망이다. 전문지식이 플랫폼화되고 고지능화되
어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의 권위가 약화되고 소수의 슈퍼스타가 시장을 과점하
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 노동력을 계량화․표준화하고 정량적으로 관리하며 컨베이어벨트 도입으로 생
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대량생산을 실현한 과거의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이 블루칼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노동포커스_1

노동포커스

라의 기술을 단순화․표준화시켰다면 새로운 디지털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은 화이트칼
라 노동자들의 기술을 단순화․표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과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이 다시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인더스트리4.0, 스마트매뉴팩처링으로 무장한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 부문의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책 패러
다임도 그에 대처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 상품이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에서는 뒤지지만 시장경제 질서와 체질에서 중국보
다 강점을 지니고 있다. 기술력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위
기 복원력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일본보다 앞서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국
의 상대적 강점에 기초하여 스마트기술 시대를 준비한다면,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
대로의 이행기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듯 디지털시대에서 스마트시대
로 이행할 때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한국 경제가 국제적 선도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
다. 스마트기술 확산이 가져올 갈등구조를 식별하고, 스마트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파생
되는 갈등과 복지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복지․조세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
하며 정치의 갈등관리기능을 제고할 것도 요청된다.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
의료, 안전, 복지의 영역에서 스마트기술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기술
확산에 장애가 되는 R&D체계, 창업규제, 경쟁규범, 노동시장규범, 인적자원개발 체계,
사회적자본, 문화규범의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비전통적 수단을 새로
운 환경에 접목시키고 검토해 보는 실험정신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요
구한다.
노동시장 참여자의 적응을 돕고 시장력이 초래하는 격차를 조율할 지혜도 요구된다.
노동시장에서 계약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저임금근로 압력을 조율하기 위해 최
저임금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취약계층 의료보호제도(Medicaid)와 식비 및 주택보조
금 등 저임금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
역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임금조례, 반착취 공공조달조례, 양허협약, 지역정부 토지사용
시의 협약 등의 형태로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기술 시대를 대비하는 산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스마트한 정책 툴을 모색해야 스마트기술 시대의 청사진
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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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 양극화, 불평등 심화가 지속되면서 저임금근로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저임금근로는 절대적 저임금과 상대적 저임금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절대적 저임금 접근법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
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
금근로자로 정의하며, 상대적 저임금 접근법에서는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정의한다.
OECD,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통상 상대적 저임금 접근법을 통해
저임금근로자를 정의하고 분석한다. 절대적 저임금 접근법으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의 영향을 받아 국내의
저임금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OECD 등 국제기구의 관행을 따라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OECD는 [그림 1]과 같
이 저임금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근로
자 비중을 보고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2]는 OECD 회원국들의 저임금근로 비중을 종속변수로, 임
금불평등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를 보면 중하위 임금불평등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하위 1분위 임금 간 격차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순회
귀분석의 모형적합도1)(  )가 무려 0.90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 이 글은 기획재정부 수탁과제로 2012년에 집필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
의 ‘제4장 저임금근로’편을 재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전문위원(jmseong@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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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1)

주 :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2011년 기준.
자료 :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그림 2] 저임금 비중과 임금불평등도의 관계(좌측 9대1, 중간 9대5, 우측 5대1)

주 :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2011년 기준.
자료 :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를 위해서는 중하위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실태(제Ⅱ장)와 저임금근로
의 반복성(제Ⅲ장), 저임금근로와 가구빈곤의 관계(제Ⅳ장)를 살펴보겠다.

1) 이하에서 저임금근로자는 모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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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임금근로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장기시계열로 임금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자료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계산하면 [그림 3]과 같이 1995년까
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다가 그 후 증가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
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 부
가조사를 분석해 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약 1/4을 다소 상
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속성별로 저임금근로자 분포를 정리한 <표 1>에 의하면 저임금근로자는 주로 여
성(64.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21.7%)으로 나타난다. 학력
별로는 고졸(49.8%)의 비중이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유배우(55.7%), 직종별로는 단
[그림 3] 상대적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주 : 수집된 자료는 월급여이므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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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및 비중
(단위 : %, 월)

성별

연령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직종별

특성별 분포

특성 내 비중

남성

35.3

15.3

여성

64.7

37.1

15～24세

16.2

50.9

25～29세

7.2

15.4

30대

11.7

10.9

40대

20.2

18.8

50대

21.7

28.1

60～64세

8.5

51.7

65세 이상

14.5

77.7

초졸 이하

18.0

68.3

중졸

14.1

47.8

고졸

49.8

32.1

전문대졸

9.2

14.6

대졸

8.0

7.1

대학원 이상

1.0

5.2

미혼

28.5

25.3

기혼 유배우

55.7

21.3

사별

9.6

67.6

이혼

6.2

36.6

관리자

0.0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1

8.7

사무 종사자

7.7

8.7

서비스 종사자

20.1

54.2

판매 종사자

12.6

36.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2

18.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7

16.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1

15.3

38.5

60.6

18시간 미만

9.0

60.8

18～35시간

18.2

60.7

36～39시간

3.6

59.5

40～44시간

24.4

10.1

45시간 이상

44.8

39.3

단순노무 종사자

주당근로시간

평균근속기간
(월)

비저임금

80.6개월

저임금

24.7개월

주 : 특성별 분포는 저임금근로자 중 남성이 35.3%, 여성이 64.7%를 차지한다는 의미. 특성 내 비중은 남성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5.3%라는 의미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근로자를 정의하였음.
자료 :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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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노무 종사자(38.5%)의 비중이 높다. 주당근로시간은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
장 많다(44.8%). 평균근속기간은 저임금근로자는 24.7개월인 데 반해 비저임금근로자는
80.6개월로 3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
특성별 분포는 개별 특성의 인구 내 비중이 크면 그 집단 안에서는 저임금근로자 비중
이 낮더라도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특성 내
비중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저임금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
(60.6%), 서비스 종사자(54.2%)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별로는
40~44시간 일하는 근로자 집단에서 10.1%로 가장 낮고, 40시간 미만 근로자 집단에서는
거의 60% 수준에 달하며, 45시간 이상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EU 6개국
을 연구한 Fernandez et al.(2004)에 따르면 25세 미만 청년층의 저임금 비율이 높은 것은
비교대상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높지 않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도 25세 미만 저임금근로자 비중
이 높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특히 고연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임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성 내 비중을 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
점업(17.9%), 도매 및 소매업(15.3%), 제조업(11.6%)에 저임금근로자가 많이 분포해 있었
으나, 산업 내 비중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65.2%), 농림어업(60.2%), 부동산 및 임대업
(42.5%), 사업서비스업(40.0%) 등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다. 이 외에도 임시․일용
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2>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 - 국제비교
(단위 : %)
25세 미만

25～54세

55세 이상

한국

50.9

16.4

39.2

스페인

65.1

18.2

8.8

이탈리아

27.6

6.7

6.8

아일랜드

50.4

10.6

8.7

벨기에

30.4

7.1

6.4

덴마크

39.8

3.6

3.4

영국

40.0

16.2

23.8

주 : 55세 이상 통계는 55～64세를 의미.
자료 : 한국은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외국은 Fernandez et al.(2004)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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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자리 특성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및 비중
(단위 : %)

사업체 규모

특성별 분포

특성 내 비중

5인 미만

40.2

52.0

5～9인

24.5

34.4

10～29인

18.5

20.8

30～99인

11.3

14.0

100～299인

3.6

9.4

300인 이상

1.9

3.8

농림어업

1.8

60.2

광업

0.1

14.9

제조업

11.6

14.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1

3.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10.7

건설업

5.3

17.5

15.3

32.5

3.5

20.9

17.9

6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5.8

금융 및 보험업

1.2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

4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

4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

20.7

교육서비스업

4.1

1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

2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3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

34.2

가구 내 고용활동 등

2.7

68.5

상용직

23.7

9.0

임시직

55.5

51.3

일용직

20.8

60.8

정규직

43.5

15.9

비정규직

56.5

42.7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주․자료 :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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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반복 저임금근로

저임금 고용은 인생의 일시적 단계일수도 있고,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일 수도
있다. 저임금 고용이 함정의 성격이 강하다면 반복적으로 저임금 고용을 경험하는 사람
들의 비중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나 존재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저임금 고용의 경험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
하였다. 저임금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윤윤규․성재민(2011)에 따르면 임금근로와 자
영업근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비중은 매년 약 10% 안팎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
석은 자영업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 경험을 포함해 분석하겠다. 또
한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람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분석대상 시점
내내 임금근로자로 조사된 사람 또는 분석대상 시점 내내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6~15차에 계속 임금근로자로 조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임
금 경험횟수를 계산해 보면 한 번도 저소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66.9%(671명)로
<표 4> 한국노동패널 6~15차 특성별 저임금(저소득) 경험횟수
계속 임금근로자 기준

계속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준

빈도

비중(%)

빈도

비중(%)

0회

671

66.9

944

57.3

1회

71

7.1

152

9.2

2회

41

4.1

78

4.7

3회

30

3.0

59

3.6

4회

27

2.7

57

3.5

5회

22

2.2

57

3.5

6회

23

2.3

57

3.5

7회

21

2.1

50

3.0

8회

29

2.9

49

3.0

9회

27

2.7

65

3.9

10회

41

4.1

80

4.9

전체

1,003

100.0

1,6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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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4 참조). 조사기간 내내 저임금이었던 사람은 4.1%(41명)
로 많지 않지만, 전체 조사 기간인 10년 중 절반 이상을 저소득으로 보낸 6회 이상 경험자
는 약 14%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1/7 정도는 상당한 기간을 저소득자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내내 임금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
하더라도 비중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2)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저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의 유량(flow)을 계산해 보면, 일시
적 저소득 경험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빈번하게 저소득을 경험한 자의 비중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시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저량(stock) 개념이므로, 특정 시점의 저임금근로자 중 장기간 저임금을 경험한 근
로자 비중은 유량으로 계산한 저소득 경험자 비율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량을 기준으로 살펴보기 위해 15차 조사년도에서 저임금근로자로 조사된 사람들의
저임금 경험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이 시점 저임금근로자 중 75.3%가 6회 이상 저임금근
로자로 나타났다. 저임금+저소득 자영업으로 기준을 넓혀도 70.5%가 6회 이상 저임금,
저소득 경험자로 나타났다.3)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 반복적
저임금근로자를 줄이는 데에 성공해야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표 5 참조).
<표 5>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시점에서 저임금(저소득)이었던 사람 기준 저임금(저소득) 경험횟수
계속 임금근로자 기준
빈도

계속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준

비중(%)

빈도

비중(%)

1회

5

3.4

15

4.3

2회

4

2.7

16

4.6

3회

6

4.1

14

4.0

4회

10

6.9

23

6.6

5회

11

7.5

35

10.0

6회

11

7.5

31

8.9

7회

13

8.9

37

10.6

8회

20

13.7

36

10.3

9회

25

17.1

62

17.8

10회

41

28.1

80

22.9

전체

146

100.0

349

100.0

2) 이 경우 저임금근로자는 자영업 저소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이 경우 저임금근로자는 자영업 저소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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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저임금근로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에는 개인의 저숙련 등 저임금으로 빠지기
쉬운 특성과, 개인 특성과 무관하게 한번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면 그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 힘들어지는 함정효과 등이 있다. 함정효과의 검증은 학계에서 주로 상태의존(state
dependence), 기간종속(duration dependence)의 문제로 접근되어 왔다. 상태의존이란 개인
특성과 무관하게 과거의 저임금 경험이 미래의 저임금 경험의 중요한 규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효과가 존재한다면 저임금을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저임금을 반
복하여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간종속이란 저임금에 일단 빠질 경우 저
임금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
라에서 기간종속은 윤진호․이시균(2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실증되었으며, 저임금의 상태의존은 석상훈(2008), 이병희(2011)4)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실증되어 저임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태의존이 있다는 것은 개인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저임금 근로의 함정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중간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산업정책 같은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중요함을 뜻하는 것이다.

Ⅳ. 가구 빈곤과 저임금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빈곤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저임금
과 연계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이용해 중위소
득 60% 미만의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세금과 공적이전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개념
을 이용해 분석할 것이다.
<표 6>에서 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은 비빈곤가구 총소득
의 87.0%를 차지해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임을 알 수 있다. 빈곤가구의 경우 취업자 유무
에 따라 근로소득의 중요성은 크게 달라진다. 취업자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은
9.0%로 떨어지며 대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71.3%로 상승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된
다.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중이 77.8%로, 비빈곤가구보다 낮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

4) 이 연구는 개인 미관측 특성과 초기 조건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상태의존을 검증하였다.
5) 통상 국내외의 빈곤관련 문헌에서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는 근로빈곤(working poor) 가구로 정의된
다. 본고에서 취업자 있는 가구란 조사시점 현재 취업자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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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의 소득 구성
(단위 : %)

전 체

비빈곤
가구

근로소득

77.5

금융소득

빈곤가구 : 취업자 여부

빈곤가구 : 근로능력 취약 여부

취업자 없는
빈곤가구

취업자 있는
빈곤가구

근로능력
비취약가구

근로능력
취약가구

87.0

9.0

77.8

62.5

16.8

0.8

0.7

2.0

0.3

1.2

1.3

부동산소득

2.8

2.9

5.0

1.1

0.8

4.7

공적이전소득

4.9

3.9

12.3

4.6

6.8

10.8

사적이전소득

13.1

4.4

71.3

16.0

28.5

66.2

기타소득
전 체

0.9

1.0

0.4

0.1

0.1

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가구의 소득 구성은 근로활동이 활발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와 그런 가구원이 없는 경
우에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빈곤 가구의 가구원을 19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심신미약이라고 응답한 경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정규학교 통학 중인 경우6)를 근로능력 취약자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
구원들로만 구성된 가구를 근로능력 취약가구,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근로능력 비취약가구로 구분해 빈곤 가구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빈곤가구 중 근로능력 비취약가구는 근로소득이 62.5%를 차지했으며, 근로능
력 취약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16.8%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1명

2명

3명

4명

5명+

전 체

비빈곤가구

15.4

17.5

21.3

36.6

9.2

100.0

빈곤가구

38.7

28.0

13.6

14.7

5.0

100.0

전 체

21.1

20.1

19.4

31.3

8.2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6) 학교 통학자를 근로능력 취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 접근은 아니지만, 각 조사 시점에서 이들
은 경제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데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한 일자리에 근무한다는
점, 이들 일자리는 시급이 낮은 특성이 있는 데다 소속된 가구의 미래 소득 잠재력 확충 등이 고려
된 의사결정에 따라 이들의 학교 재학이 결정되었을 것임을 감안해 이와 같이 분류하고 분석을 진
행하였다. 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며, 해당 조사시점 통학자만 해당 시점
에서 근로능력 취약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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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원수 분포를 보면 비빈곤가구는 4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
고, 빈곤가구는 1명이나 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빈곤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와 같은 가구구성 차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표 8> 빈곤가구 여부별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전 체

비빈곤가구

5.6

20.3

51.3

14.8

7.2

0.8

100.0

빈곤가구

45.2

26.9

21.0

4.5

2.3

0.1

100.0

15.3

22.0

43.9

12.3

6.0

0.6

100.0

전 체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표 8>은 빈곤가구 여부별로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이 표
에 의하면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비빈곤가구 중에는 5.6%에 불
과한 반면, 빈곤가구 중에는 45.2%의 가구에 비취약 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비빈곤가구 중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2명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3%로 나타났으며, 빈곤가구는 2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
에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가구원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빈곤한 가구에 사는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표
9>를 보면 비빈곤가구에 사는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3%인 반면, 빈곤가
구에 사는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57.5%로 나타나 빈곤가구 내 취업자는 저
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저임금근로자 중 빈곤가구에 속한
비중은 30.1%로 나타나 저임금근로자가 모두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9> 저임금 여부별, 가구빈곤 여부별 분포
(단위 : %)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전 체

비저임금

저임금

전 체

79.7

20.3

100.0

(92.5)

(70.0)

(86.8)

42.5

57.5

100.0

( 7.5)

(30.1)

(13.2)

74.8

25.2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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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 의하면 근로능력 취약 가구원을 제외하고 조사일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의
숫자는 빈곤가구에 비해 비빈곤가구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한 명 있는 가구의 경우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비빈곤가구 중에는 12.5%였으나 빈곤가구
중에는 25.6%나 되었고, 1명이 취업자인 가구가 비빈곤가구 중에는 77.5%인 데 반해 빈
곤가구 에서는 68.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비취약 근로자가 2명인 경우에
는 비빈곤가구는 취업자가 1명인 경우가 45%, 2명 이상인 경우가 52.9%로 나타났는데,
빈곤가구는 1명인 경우 55.1%, 2명 이상인 경우 38.2%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있는 가구일지라도 가구 내 취업자 비율이 비빈곤가구
에 비해 빈곤가구가 낮다는 의미이다. 위의 결과는 조사 시점 취업자 기준이므로, 이번에
는 1년간 취업경험이 있었던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근로능
력 비취약 가구원수 1명 이하에서는 빈곤가구냐 비빈곤가구냐에 따라 결과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2명 이상인 경우 비빈곤가구의 취업경험자수가 좀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가 같은 경우에도 비빈곤
<표 10> 빈곤가구 여부별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와 취업경험자수 분포
(단위 : %)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2

3

4

5

12.5

2.1

0.0

1.4

0.0

37.2

77.5

45.0

13.9

8.7

0.0

9.9

10.0

52.9

86.1

90.0

1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73.4

25.6

6.7

2.1

4.0

0.0

1

21.4

68.8

55.1

24.8

59.1

0.0

2+

5.2

5.6

38.2

73.1

3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빈곤가구
조사시점
취업자수
빈곤가구

0

1

0

52.9

1
2+

소계
0

0.0

0.0

0.0

0.0

0.0

0.0

1

79.0

87.0

37.7

10.9

5.7

0.0

2+

21.0

13.0

62.3

89.1

94.3

100.0

소계

비빈곤가구
1년간 근로
소득 있었던
사람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0

0.0

0.0

0.0

0.0

0.0

1

80.4

88.7

57.0

23.3

37.5

0.0

2+

19.6

11.3

43.0

76.7

62.5

1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빈곤가구

주 :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3명 이상은 표본수가 얼마 안 되므로 의미 있는 수치라 보기 어려움. 취업경험자수는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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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저임금 여부별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

비저임금

저임금

전 체

가구주

자녀

가구주의
배우자

65.1

17.7

17.2

0.1

100.0

(85.4)

(70.5)

(54.6)

(24.2)

(75.1)

33.8

22.3

43.1

0.9

100.0

(14.6)

(29.5)

(45.4)

(75.8)

(24.9)

57.3

18.8

23.6

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부모

전 체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가구에 비해 빈곤가구의 취업자수가 적은 것은 이들 가구의 취업자수 상당수가 앞에서
보았듯이 저임금근로자이고, 저임금근로자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근
속이 짧은 등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등 취약
한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업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표 11>은 저임금 여부별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저임금근로자의 다수가 비빈곤
가구에 사는 현상은 저임금근로자의 다수가 가구주와의 관계를 볼 때 가구주의 배우자
(43.1%)이고, 자녀인 비중도 22.3%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저임금근로
자는 다수가 가구주(65.1%)였고, 자녀인 경우가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 빈곤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49.0%로 거의 절반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저임금근로자가 자녀인 경우 빈곤가구에 27.3%가, 저임
금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17.1%가, 저임금근로자가 가구주 부모인 경우 15.2%가 빈곤가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저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가 빈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는 다른 가구
<표 12> 저임금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별 빈곤가구 거주 여부
(단위 : %)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전 체

가구주

자녀

가구주의 배우자

24.6

23.4

51.0

가구주 부모
1.1

전 체
100.0

(51.0)

(72.7)

(82.9)

(84.8)

(69.9)

54.8

20.4

24.4

0.4

100.0

(49.0)

(27.3)

(17.1)

(15.2)

(30.1)

33.7

22.5

43.0

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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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소득활동 덕에 빈곤가구 거주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다른 가구원의 실직이나 독립
등으로 인해 저임금근로자 자신이 주된 소득원(=가구주)이 되는 순간 빈곤가구화될 위험
이 급증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국제
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저임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라 장기, 반복적으로 저임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저임금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개인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단순 노무직
과 서비스 종사자 등 일상적인 고용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속기간이 비저임금 근로자의 약 1/3~1/4 수준에 불과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학력, 여성, 청년,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인적 특성도
저임금근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는 주 40시간(주
5일제), 주 44시간 같은 정규직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에서는 비중이 매우 낮은 한편, 40시
간보다 짧거나 44시간보다 긴 경우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저임금근로의 문제가 특정 개인들의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저임금 기간
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임과 동시에 경제 내에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둘 중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
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임금근로 축소를 지향하는 정책도 문제의 양면을 대응하는 차
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장기 저임금근로자 및 반복적 저임금근로자를 목표집단으로
한 일자리 상향이동 지원을 위해 숙련 훈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내실화
하고, 이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임금불평등의 완
화를 위한 노력과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위
한 노력이 모두 동반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빈곤과 연계해서 보면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는 근로소득이 가장 중
요한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빈곤가구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빈곤가구에는 노동시장 활
동이 활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가구원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적다. 빈곤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경우 다수가 저임금 일자리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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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들의 취약한 인적 특성도 실업-저임금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
게 된다. OECD(2009: 183)에 따르면 고용은 빈곤탈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확
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빈곤가구 취업자의 소득보충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
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연계급여제도의 내실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근로연
계급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OECD의 정책 제안은 가구주가 저임
금근로자일 경우 가구 전체가 빈곤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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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국가들이 시행하는 정책들 가운
데 하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령연금 급여 개시 연령을 더 늦추고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
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이유로는 생활비 등의 수입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만족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생계 유지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층
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일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0.9%로 미국 60.3%, 호주 60.6%, 독
일 57.7%, 영국 56.7% 등보다 높았고, 일본(65.2%)과 스웨덴(70.6%) 정도만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11). 특히 65~69세 연령층 고용률은 40%를 웃돌고 있어 OECD
평균 18.5%의 두 배가 넘는 등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1
년 기준).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계로 인하여 일하는 고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참

* 이 글은 향후 발간 예정인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14)의
제2장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hin@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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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많은 중고령자들이 저임금근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에 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학력, 여성, 고령층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윤진호, 2007; 석상훈, 2008; 이병희, 2008; 정성
미, 2011a).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커지면서 근로
빈곤 또는 저임금 또는 저소득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많은 중고령자들이 취약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
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는 약 25%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로 좁혀 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약 41%였고, 또한 41%의 저임금근
로자의 절반이 넘는 약 24%가 중위임금의 1/2 미만인 초저임금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OECD Employment Outlook(2013)에서 발표한 저임금근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25.1%)는
미국(25.1%)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이스라엘(22.1%),
아일랜드(21.1%), 폴란드(20.7%), 영국(20.6%), 캐나다(20.3%) 등이 높은 국가들인 점을 감
안하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수준이 미국과 더불어 가장 높음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임금근로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 일자리 발생은 주로 여성, 청
년층, 이주민에게 해당되는 일이다(Grimshaw, 2011). 고령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높은
현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
령대별 저임금근로 발생 비중을 보면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정성미, 2011b). 저임금근로
자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낮고 중장년층에서 높은 반면, 미국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저임금 비중이 낮다. 구체적으로 2005년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26.8%, 미국은 25.7%였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
대 이상 등 각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은 미국이 각각 37.2%, 19.2%, 17.2%,
16.4%, 28.1%이고, 우리나라는 26.0%, 16.8%, 24.5%, 34.6%, 65.8%였다. 미국은 50대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가장 낮은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저임금 비중도
같이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도 60대 이상 연령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약
28%로 50대 연령층(16%)에 비해 크게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50대 연령층의 저임금 비중도 크게 높지만 60대 연령층에서는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고령층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발생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임금근로
의 전반적인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 제Ⅱ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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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임금근로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실태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고령 세부 연령계층 및 일
자리 특성에 따른 저임금 비중을 살펴보고, 중고령 저임금 일자리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Ⅱ. 저임금근로의 정의

저임금근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높은 실업률 문제에 고민
하던 서구 국가들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임금근로의 증가에 직면해 있다.
저임금근로가 확산되고 근로 자체가 빈곤을 벗어나는 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저임금근로자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저임금근로는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들에 국한된 문제에서 이제는 선진국이든 개발도
상국이든 예외 없이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근로가 확산되며 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로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Bernhardt, 2011).
하지만 저임금근로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OECD는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
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저임금근로로 규정한다. 이를 따라 오스트리아는 전
일제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저임금근로로 규정한다. 하지만 미국은 4인 가
족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영국은 최저임금 미만을 저임금 일자리로 규정
한다(윤진호, 2007). 반면 Eurostat 통계에서는 중위임금의 60%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저
임금근로 비중을 산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
기도 한다. 독일은 평균임금의 75% 미만을, 노르웨이는 제조업 평균 시간당임금의 85%
미만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임금근로의 규
정 방식은 빈곤에 대한 정의처럼 크게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통해 나누어 볼 수
있다.1) 절대적 기준에 의한 저임금근로의 규정은 임금의 절대적 기준을 정하고 그 이하
혹은 그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앞서 말한 미
국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이 임금 미만인 근로자를 저

1) 이하에서 검토한 저임금근로 규정에 대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윤진호(2007)
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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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로 규정한다. 절대적 기준에 의한 저임금근로 정의는 이들의 생활수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특히 빈곤 상태와도 쉽게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임금 기준의
설정이 자의적이고 물가 변화에 따라 실질 구매력이 민감하게 변화하며 분배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윤진호, 2007).
상대적 기준으로 저임금근로를 규정하는 방식은 임금 분포의 특정 하위층에 속하는 일
정한 이들을 저임금근로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금 분포의 하위 30%를
저임금근로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더라
도 하위 계층은 무조건 저임금으로 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위임금의 일정 비율을 저임금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이하 혹은 그 미만을 저임금 일자리로 규정하는 방식도 있다. 이 방식은 중위임금 상승에
따라 저임금 기준선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이지만 동시에 저임금 계층의 임금 분포
가 바뀌면 저임금 고용 비율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기준의 문제를 보완한다(윤진
호, 2007).2) 이러한 대표적인 방식이 앞서 말한 OECD가 활용하는 저임금근로 규정 방식
이다. 즉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저임금 일자리
로 규정한다.
물론 중위임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먼저,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을 시간당 임금으로 할 것이냐, 주당 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 또는 연간
임금으로 할 것이냐이다. 만약 월 임금이나 연간 임금으로 저임금고용을 측정하는 경우,
그 일자리가 임금이 낮아서인지 아니면 노동시간이 적어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윤진호, 2007; Grimshaw, 2011).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
한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은 많아도 짧은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월 임금은 낮은 경우 노동
시장에서의 처우가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이병희, 2008).
다음으로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일제 임금근로자만 대상으
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저임
금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나는 영향을 어떻게 처
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OECD는 전일제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
로 한다.
이와 같은 이슈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단 OECD를 따라 저임금근로를 전일제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보다 2/3 미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규정한다.3) 하지

2) Grimshaw(2011)는 상대적 기준에 의한 저임금 정의를 중위 또는 평균 임금의 특정값 이하(혹은 미
만)로 규정하는 것을 상대임금 기준으로, 그리고 임금 분포의 하위 특정 비중 이하(혹은 미만)로 규
정하는 것을 하위 비중(a fixed proportion)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더불어 중위임금의 50% 미만을 초저임금 일자리로 규정한다.
특집_23

특

집(Ⅰ)

만 중고령 연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처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
일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령자의 경우 자발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든 노동시간이 짧을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Ⅲ.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현황과 추이

이하에서는 3개월 평균 임금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저임금근로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저임금근로 발생 비중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주로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저임금근로 비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표 1>은 2002～2012년 각 8월 기준으로 저임금근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2002
년 저임금근로 비중을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지난 2012년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24.8%로 약 1.6%p 정도 늘어났
다. 하지만 이 기간 저임금근로 비중은 증가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저임금 근로 비
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07년에 가장 높은 27.4%까지 증가했다
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 24.8%를 보여준다.4)
지난 10여 년간의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
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저임금근로 비중이 올라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이 아닌 2007년에 가장 높은 저임금근로 비중
을 나타냈다는 점이 특이하다. 어쨌든 2007년까지 늘어났던 저임금근로 비중은 점차 감
소하여 2012년에는 2002년 수준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연령대를 15～49세, 50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5～49세 연령층의 저
임금 비중은 2002～2012년 동안 약 2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4) 한편 중위임금의 50% 미만 임금을 받는 초저임금 비중은 2002년 9.8%에서 2003년에 12.6%로 올라
선 후 큰 변동 없이 대략 12%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13.8%, 13.7%
로 올라갔다가 2011년에 10.9%로 떨어지는 약간의 변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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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2~2012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연도

전체

15～49세

50세 이상

저임금

초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2002. 8.

23.2

9.8

49.0

27.7

2003. 8.

24.1

12.6

47.6

28.2

2004. 8.

26.3

12.2

46.0

27.7

2005. 8.

26.6

12.0

44.3

29.1

2006. 8.

25.8

13.8

47.8

26.4

2007. 8.

27.4

12.6

44.4

28.2

2008. 8.

26.8

13.7

42.3

31.0

2009. 8.

26.2

12.4

46.2

27.6

2010. 8.

26.3

12.8

45.6

28.1

2011. 8.

22.6

10.9

47.7

29.7

2012. 8.

24.8

12.7

44.9

30.4

2002. 8.

20.1

7.5

51.1

28.7

2003. 8.

20.7

9.8

49.8

29.5

2004. 8.

22.8

9.4

48.3

28.9

2005. 8.

22.8

9.1

46.8

30.4

2006. 8.

21.6

10.5

50.8

27.6

2007. 8.

22.8

9.3

47.6

29.6

2008. 8.

21.9

10.0

45.3

32.9

2009. 8.

21.1

8.9

49.9

29.0

2010. 8.

20.8

8.9

49.2

30.0

2011. 8.

17.2

7.1

50.6

32.2

2012. 8.

19.1

8.7

48.1

32.8

2002. 8.

39.9

22.1

37.8

22.3

2003. 8.

41.7

26.8

36.5

21.8

2004. 8.

43.3

25.9

34.7

22.0

2005. 8.

43.9

25.3

33.3

22.8

2006. 8.

43.8

28.2

34.9

21.3

2007. 8.

45.2

25.4

32.1

22.7

2008. 8.

45.2

27.3

30.9

23.8

2009. 8.

43.4

24.0

33.8

22.8

2010. 8.

43.4

25.0

34.3

22.3

2011. 8.

38.5

22.0

39.1

22.5

2012. 8.

40.5

23.7

36.0

23.5

주 : 초저임금근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1/2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 저임금근로는 전일
제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 고임금근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시
간당 중위임금의 3/2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 중간임금근로는 저임금과 고임금 사이의 시간당 임금을 받
는 근로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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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비중은 2002년 20.1%에서 2007년에는 22.8%로 약간 늘어났다. 이미 2004년, 2005년
에도 22.8% 비중을 보인 바 있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이 저임금근로의 증가로
이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1년과 2012년 저임금근로 비중은 10%대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우리의 주 관심사인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살펴보자.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약 40%가 넘는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 비중은 2002년 39.9%에서 2007년과 2008년에 45.2%까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시기의 저임금근로 증가가 주로 중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음
을 알 수 있다.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9년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2012년에는 40.5%로 떨어
져 2002년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다.5) 즉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저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실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50~69세
연령층을 5세 간격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6) <표 2>를 통하여 5세 간격으로 보면 50대
후반부터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50～54세 연령계층의
저임금 비중은 25～30%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에 비하여 약 2～
5%p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이 연령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26.3%에서 2007년
31.8%까지 최고치로 올랐다가 2012년에 26.9%로 낮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2008년에 약 4.9%p까지 차이가 났었지만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발생했던 가장 큰
차이였고 2012년에는 2.1%p로 줄어들었다.
50～54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아도 그리 높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5～59세부터 저임금근로 비중이 크게 올라간다. 지난 10여
년 동안 55～59세 연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35.9%에서 2008년 42.1%
까지 올랐다가 2012년 32.4%로 낮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와의 저임금 비중 차이는 2002
년에는 12.7%p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2008년 15.3%p까지 더 벌어졌다가 2012년에는
7.6%p까지 줄어들었다.
60대 연령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더 커진다. 60～64세 연령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
임금 비중은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즉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연령대 임금근로자 2명 가운
데 1명 이상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그 비중이 60%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으며, 2010년부터 낮아져 2012년에 약 54% 수준을 보인다.

5)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가운데 초저임금 근로 비중은 2002년 22.1%에서 2006년 28.2%까지 늘어났으
며, 2009년 이후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6) 50대와 60대 임금근로자 저임금근로 비중을 대략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 50대 임금근로자는 저
임금 비중이 30～35% 수준을 보였고, 60대 임금근로자는 59～65% 수준을 보였다. 즉 50대 임금근
로자는 10명 가운데 3~3.5명이, 60대 임금근로자는 6~6.5명이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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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60대 후반, 즉 65～69세 연령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더 많아
져 지난 10여 년 동안 65.5～78.1%의 비중을 보였다. 2002년에는 65.5%였던 저임금근로
비중이 2008년에는 78%까지 올랐다가 2012년 68.7%로 낮아졌으나 2002년보다 여전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5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4명이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으
며, 적어도 3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적어도 2명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이다.
한편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3개 연령층의 2012년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에
비하여 조금 낮아지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65～69세 연령층은 2012년에도 2002년
에 비하여 비중이 많아졌다. 이 연령층은 초저임금 비중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
나서 10명 가운데 7명은 저임금 일자리에, 그리고 7명의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5명은 초저
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5세 간격으로 살펴본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지난 10여 년간 저임금근로 비중
추이를 요약하면, 50대 초반 연령층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임금근로
비중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50대 후반 연령층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60대 초반 연령층은 2명 가운데 1명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60대
후반 연령층은 2명 가운데 1명은 초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임금근로 발생 실태를 살
펴보도록 하자. 이하에서는 논의의 간결함을 위하여 2002년, 2007년, 2012년 등 3개 연도
<표 2>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세부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2002. 8.

10.8

26.3

19.7

35.9

32.0

56.1

44.6

65.5

2003. 8.

14.9

28.4

23.6

37.9

36.3

56.7

56.6

71.6

2004. 8.

13.9

29.4

21.2

38.9

37.3

58.4

53.1

73.7

2005. 8.

13.9

30.1

20.3

41.3

37.3

58.9

48.0

67.9

2006. 8.

16.4

30.2

24.8

41.1

41.3

58.4

52.2

68.8

2007. 8.

14.1

31.8

20.2

41.5

36.4

60.1

53.3

71.8

2008. 8.

15.9

31.7

22.0

42.1

37.0

57.3

58.1

78.1

2009. 8.

13.0

29.3

18.0

36.7

33.6

57.1

46.6

73.4

2010. 8.

13.1

29.9

19.8

38.8

32.2

54.6

53.2

74.1

2011. 8.

11.3

25.5

15.2

31.2

28.0

48.0

47.7

67.9

2012. 8.

12.6

26.9

16.5

32.4

32.1

53.9

47.8

6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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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월 시점에서의 저임금근로 비중만을 비교한다. 다음 <표 3>에는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에 따른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남녀로 나누어 나타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근로 비중이 2배 이상 더 많다.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
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24.2%에서 2007년 27.9%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에 22.3%
로 감소하였다. 반면 여성은 2002년 62.5%, 2007년 67.9%, 2012년 56.2%로 비록 2002년에
비하여 2012년에 저임금 비중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임금근로 비중 자체
가 절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중고령 저임금근로는 여성 중고령자에
게 해당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가구주 여부에 따라 저임금근로 비중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남녀별 차이
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인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대인
반면, 가구주의 배우자이거나 기타 가구원인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40%대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가구주임에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여전히 60%대로 나타났고,
다른 가구원과도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중고령 여성 가구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임금근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가구원의 부양을
책임진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많은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는 낮은 소
득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에게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많았으나 고학력자의 경우도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중고령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34～43%, 여성은 67～77%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정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많았다. 고
졸 학력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남성 20～25%, 여성 44～54%였다. 대졸 이상자는 남성
<표 3>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24.2

27.9

22.3

62.5

67.9

56.2

가구주

22.8

27.1

21.8

64.7

69.1

56.2

배우자

44.8

49.2

50.3

59.8

66.1

53.9

기타

42.8

42.8

26.5

65.8

70.7

79.1

중졸 이하

34.2

43.2

34.7

67.4

77.4

66.9

고졸

20.4

25.4

23.1

44.4

54.4

48.1

6.6

7.6

8.8

11.2

17.5

23.1

전 체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여 성

대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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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경우 7% 내외,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경우 11～23% 수준을 보
인다.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저임금 비중이 높다. 그런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남녀 모두 2002년, 2007년, 2012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성
대졸 이상 중고령자의 증가 정도가 눈에 띈다.
앞서 살펴본 바로는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7년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에는 2002년 수준보다 조금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고졸 학력자는 남녀 모두 2007년
에 비하여 2012년에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대졸 이상 학력자는 2007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여성 고학력자의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 증가가 2002년 11.2%, 2007년 17.5%,
2012년 23.1%로, 남성에 비하여 그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고학력에서 저임금근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에 따른 저임금 비
중의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낮은 처우와 함께 불안정성도 큰 것으로 보
인다.
이번에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에 따른 저임금근로 비중을 살펴보자. <표
4>에 이를 나타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소규모 사업장,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저
임금 일자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에서는 저임금근
로 비중이 낮은 반면, 임시직, 일용직에서는 높았다. 하지만 같은 상용직이라도 남녀간
격차가 크게 났는데, 중고령 남성 상용직 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은 10～13% 수
<표 4>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특성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사업장
규모

여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상용직

10.6

13.0

13.3

35.1

45.4

35.5

임시직

40.0

47.4

40.0

62.9

70.6

65.2

일용직

35.3

45.4

35.8

73.3

80.1

73.7

정규직

14.4

11.8

63.4

50.5

비정규직

45.9

39.4

71.3

61.2

1～4인

36.1

44.6

41.6

71.6

76.1

71.7

5～9인

29.8

37.5

28.8

58.2

78.1

61.7

10～29인

28.8

30.2

20.4

64.1

68.0

53.1

30～99인

23.0

19.8

16.1

48.9

47.5

36.6

100～299인

10.9

16.6

13.7

64.0

38.5

33.8

300인 이상

4.7

3.7

3.4

28.5

35.3

1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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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지만, 중고령 여성 상용직에서는 35～45%까지 올라가서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6～7명
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10명 가운데 7～8명이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서 임시‧일용직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게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았는데, 여성은 정규직임에도 불구
하고 저임금근로 비중이 2007년 63.4%, 2012년 50.5%로, 남성 비정규직보다도 더 높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
이 높았다. 1～4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남성은 36～45%, 여성은 71～
76%가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만을 놓고 볼 때 남성 중고령 임금근로
자들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이 10%대에 머물렀지만,
<표 5>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산업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A 농업, 임업 및 어업

여 성

2007. 8.

2012. 8.

2007. 8.

2012. 8.

45.1

34.4

94.6

96.7

B 광업

0.0

9.8

0.0

22.4

C 제조업

9.4

8.2

64.4

44.9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3

2.1

14.0

0.0

E 하수․폐기물,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4

13.3

61.1

0.0

F 건설업

31.8

21.0

70.8

38.1

G 도매 및 소매업

33.7

27.5

65.0

58.7

H 운수업

29.2

27.1

51.2

38.5

I 숙박 및 음식점업

44.4

45.0

78.2

71.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5

1.8

21.5

13.6

K 금융 및 보험업

3.1

5.4

14.1

24.7

64.2

53.7

54.8

58.7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

2.8

44.3

30.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4.7

55.2

84.0

71.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5

14.8

70.4

52.0

4.9

6.6

33.2

25.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9

29.4

61.3

48.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4

19.8

96.3

82.9

P 교육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
U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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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30.2

77.4

63.9

100.0

66.3

64.0

67.1

0.0

0.0

18.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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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들은 300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약 20% 가까이가 저임금근
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산업에 따른 저임금근로 비중을 살펴보면(표 5 참조), 중고령 남
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농림어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 등
의 산업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에서는 중고령 남
성뿐만 아니라 중고령 여성에게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다. 또한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
자들은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도 저임금근
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직업을 살펴보면(표 6 참조), 남성은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이와 더불어 서비스종
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서도 저임금
근로 비중이 높았다.
<표 6>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직업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여 성

2007. 8.

2012. 8.

2007. 8.

2012. 8.

1 관리자

0.0

0.0

0.0

0.0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4

8.3

17.1

18.4

3 사무 종사자

6.1

5.6

38.3

25.1

4 서비스 종사자

16.2

14.7

71.9

62.2

5 판매 종사자

19.2

20.7

40.2

46.2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51.1

31.0

96.6

77.9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1.3

14.1

69.6

50.5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5

16.6

48.5

32.7

9 단순노무 종사자

61.4

57.1

78.9

69.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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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고령 저임금 일자리의 특성

이번 장에서는 중고령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특성―기업복지 적용,
근속기간 및 전일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노동조합 관련 특성, 교육훈련 경험
등을 중심으로―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기업복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많이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표 7>을 보자. 여기에는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기업복지 적용 현황을 나타냈다.
먼저 남성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퇴직금 지급을 적용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2
년 23%, 2007년 31%, 2012년 44%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받는 비율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2002년 20%에서 2012년 38%로 늘어났다. 시간외 수당이나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비율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나 절대적인 수준은 낮았다. 시간외 수
당이 적용되는 비율은 11% 내외에 그쳤으며,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경우는 2012년 24%에
그쳤다.
한편 중고령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받는 비
중이 더 낮았다.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2002년 10%, 2007년 18%, 2012년 29%
등으로 점차 늘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상여금을 지급받는 비중도 퇴직금 적용
비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는데, 2007년 16%, 2012년 29%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수당
을 지급받는 일자리 비중도 2012년 11% 내외로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급
휴일을 부여받은 경우는 2007년 11%, 2012년 18%로 남성 중고령자보다 조금 낮은 수준
이었다.
<표 7>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 현황
(단위 : %)
남 성

여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퇴직금

22.9

30.8

44.2

10.4

18.0

29.3

상여금

20.2

23.4

37.8

8.5

16.2

29.3

8.1

11.9

11.4

8.5

9.5

11.5

16.7

24.0

11.0

17.6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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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저임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약 55% 정도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1～3년 미만은 남녀 모
두 20% 초중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저임금 일자리면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남성은 4~8%, 여성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령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전일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2002년
94%, 2012년 90%였고, 여성은 2002년 91%에서 2012년에는 76%로 크게 낮아졌다. 상대적
으로 여성에게서 저임금 일자리의 시간제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특히 여성
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비중의 증가가 더 눈에 띈다. 2002년에는 전일제 비중이 91%였
으나 2007년에는 84%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76%로 낮아져서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일
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9>를 보면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남
성은 절반이 채 안 되었고 여성은 이보다도 낮은 30%대에 그쳤다. 하지만 2007년에 비하
여 2012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은 크게 늘어났고, 특히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
에게서 더 크게 늘어났다.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면,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앞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고령 임
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쨌든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84%, 여성은 93%가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분포 및 전일제 현황
(단위 : %)
남 성

근속기간

여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1년 미만

55.2

56.4

53.6

54.8

57.5

49.8

1～3년 미만

23.1

23.6

21.5

23.8

22.0

26.9

3～년 미만

9.5

7.9

7.6

9.2

9.1

9.9

5～10년 미만

7.0

8.2

9.8

7.9

8.0

7.7

10년 이상
전일제 비중

5.2

4.0

7.5

4.2

3.4

5.8

94.4

93.6

89.0

91.4

84.3

7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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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기타 특성
(단위 : %)
남 성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조합이 없음
노동조합
가입여부

여 성

2007. 8

2012. 8

2007. 8

2012. 8

41.2

49.6

20.5

34.4

88.6

83.5

93.8

92.9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4.2

8.1

4.2

5.9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1.4

1.5

0.7

0.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5.8

7.0

1.3

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Ⅴ.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
펴본 우리나라 중고령 저임금 근로 실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
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서 제
공하는 3개월 평균 임금 정보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저임금 비중은 2002년
약 23%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전후한 2007~2008년에는 약 27%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약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에게서 저임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지난 10여 년 동안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저임금 비중은 40%를 넘어선다. 2007~2008년에
는 45%를 넘었다가 2012년 40.5%로 낮아졌다.
50~69세 연령층을 5세 간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50~54세 연령계층의 저임금근로 비
중은 25~30%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저임금근로 비중과 비교하여 볼 때 약 2~5%p
정도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5~59세 연령계층부터
는 크게 달라진다. 55～59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36%에서 2008년
42%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32%로 낮아졌다. 즉 10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3~4명이 저
임금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이다. 60～64세 임금근로자들은 저임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즉 이 연령대 임금근로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60%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2012년 약 54% 수준이다. 65～69세 연령층에서
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 많아져서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저임금으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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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저임금근로 현황과 특성

중고령 저임금근로는 특히 여성에게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고령 저임
금 비중은 2002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이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
하여 2배 이상 높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가구주인 경우 저임금 비중은
낮지만 여성은 가구주임에도 여전히 높다. 학력별로 보아도 여성은 남성 중졸 이하, 고졸
학력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저임금 비중을 보인다. 여성 중고령 대졸 임금근로자도 남성
대졸자에 비하여 저임금 비중이 크게 높았다. 한편 남녀 모두 대졸 이상자들에게서 저임
금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임금 문제가 비단 저학력자에게 국
한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에서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중고령 여성은 상용직인 경우에도 3명 가운데 1명이
저임금근로에 해당하였고,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 저임
금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령 저임금근로자가 일하는 일자리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였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
속기간도 절반 정도가 1년 미만이었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받는 비율도 남성은 약
40% 내외, 여성은 30% 수준이었으며,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는 비율은 남녀 모두 11%,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비율은 남성 24%, 여성 18% 정도에 그쳐서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의 적용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전일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저임금 여성근로자 가운데 전
일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에 91%에서 2012년 76%로 낮아졌으며, 남성도
2002년 94%에서 2012년 89%로 낮아져서 점차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중고령 저임금근로는 상당 부분 여성들에게 더욱 큰 문제임
을 알 수 있다.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저임금근로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에서 낮은 처우와 높은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
에 참여해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 외에 생계 유지를 위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가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를 설명해 준다.
또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가급적 노동시장에서 오랫동
안 남아 있게 만드는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자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낮은 처우로 인한 빈곤이나 생활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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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낮은 처우의 일자리에만 몰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서의 이탈, 이들의 숙련 미활용, 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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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정부의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의 내용과 시사점
강 현 주*
1)

Ⅰ. 머리말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와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취약층 의료보호제도(Medicaid)와
식비 및 주택보조금 등 저임금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chmitt,
2011). 한편으로 미국 대도시 지역정부 차원에서도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는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아홉 가지나 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계획을 내놓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정부의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의 내용
을 먼저 관련 법리, 법제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세분하여 향후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
마련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계약모델에 의한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

미국 연방헌법에 의하면 공정근로기준법과 전국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같은 연방행위에
대해서는 주나 지역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Supremacy Clause). 반면 미국에서 지역정부는
종래 필수적인 지역서비스의 제공(예, 경찰 및 소방), 재산사용 규율, 경제개발 등의 기능
을 담당해 왔다. 물론 이것도 미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규제권한(Commerce Power)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주나 지역정부가 스스로 시장참여자(market participant)가 되면 연
방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나 지역정부 주민을 보호하는 다양한 입법과 계약
*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 로스쿨 법학박사(S.J.D.)(khjdy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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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시장참여자 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시는 버스의
운송이나 관리기능을 외주화하거나 공항 등 공용재산의 운영기능과 관련하여 사기업에
이권을 줄 수 있다. 또한 시는 경찰이나 소방관의 제복 등의 물품을 사기업으로부터 사들
일 수 있다. 이러한 계약과정에서 노동조건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정부는 계약자 지위에서 자신과 계약을 하는 사기
업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는 선택을 하였다(Freeman, 2003).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1.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부문에 적용되는 로스앤젤레스 생활임금조례
1997년 통과된 로스앤젤레스 생활임금조례(living wage ordinance)는 미국 최초의 생활
임금조례는 아니지만, 다른 주의 생활임금조례가 통상 서비스계약자와 그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Neumark, 2002) 일정 수준 이상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계약자
(LA Admin Code § 10.37.1)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① 시와 25,000달러 이상으로 최
소 3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은 사기업, ② 시 재산에 관해 리스나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사기업과 그 하도급 및 2차 라이선스 계약자들, 그리고 ③ 경제개발 또는 일자리 창출 등
을 이유로 시의 재정지원(5년 동안 100만 달러 또는 1년 동안 100만 달러 미만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이 조례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계약자들에게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산정
된 최저보상액(임금과 건강급부의 합산액)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LA
Admin Code § 10.37.2(a)). 그리고 하도급업자도 법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LA Admin
Code § 10.37, § 10.37.1(k)) 법을 피해 나갈 가능성을 막아두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된 이후 거의 125개에 이르는 생활임금조례가 미
국 전역에서 채택되었는데,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항공서비스, 보안검색, 그리고 주차산업을 중심으로 거의 1만 개의 일
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등 고용률이 오히려 제고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단지 저소득
층 일자리의 1% 정도만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airris et al., 2005).

2. 재화 구입 관련 로스앤젤레스 반착취 공공조달조례
로스앤젤레스는 시 근로자들의 음식, 유니폼, 기타 재화 구입 시에 특정 노동조건을 충
족하는 기업과 계약하는 이른바 공공조달조례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행 능력이 있
는 입찰자 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는 세금납부자로부터 마련된 기금을 반부패, 노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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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반차별 기준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다. 그 밖에 재활용, 친환경 등
환경기준이 반영되기도 한다(Barnes, 2007). 이에 따라 노동법 등 여러 기준에서 좋은
기록을 가진 기업에 계약이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특히 의류산업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몇십 년에 걸친 논쟁 끝
에 2004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Cummings, 2009). 예컨대 로스앤젤레스는 1994년 미
연방정부에 의해 4,500건의 착취 사례가 보고(US GAO, 1994)되는 등 노동법 위반이 심각
한 상황이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재화부문 공급계약자들은 계약자들의 행동규정
(Contractor Code of Conduct)에 서명하고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4인 가족을 부양하고 거기
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공공조달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며(LA Admin Code § 10.43.3.A,
§ 10.43.3.B, § 10.43.3.D), 하도급업자들의 계약조건 이행까지 선의의 방법으로 보증할 것
이 요구되었다(LA Admin Code § 10.43.3.C). 또한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관행을 모니터
링하는 데 동의하도록 규정하였다(LA Admin Code § 10.43.3.D).
행동규정은 무엇보다 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제재를 내릴 권한을 시의 행정지원부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위임하였다. 로스앤젤레스 반착취단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행정지원부를 설득하기도 한다. 예컨대 2007년에 Dickies의 브랜드 의류를 로
스앤젤레스에 판매하는 캄보디아 생산자가 성희롱, 반조합적 해고, 임신 중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정책 보유, 휴게 및 질병휴가 거부 등으로 조사를 받아 제재를 받게 만들기도
하였다(SweatFree Communities, 2007).

3. 양허협약 :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
로스앤젤레스는 사기업에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
허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Miranda, 2007). 선적률 면에서 미국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로
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시작된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은 양허협약이 노조조직률을 끌어
올리고 거기에 노동 및 환경적 목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이 지명한 항구위원회 위원의 규제를 받고 시의회의 재가를 받는 공공기관인 로스
앤젤레스 항구는 터미널 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터미널 운영자는 다시 선적회사 및 트럭
회사와 계약을 하여 항구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요금을 징수한다. 문제는 1980년대부
터 로스앤젤레스 항구를 이용하던 트럭회사가 트럭운전수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하여 각종 비용을 낮추고 노조조직화를 막았던 데서 시작
되었다. 수입이 낮아지고 대체위험에 놓인 트럭운전수들이 자신의 오래된 트럭을 유지보
수하거나 개선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규제가스인 디젤 배출량이 많아지는 등 이 문
제가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것이다(Evelyn Larrubiam Labo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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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ANE(깨끗하고 안전한 항구를 위한 동맹그룹)이 주축이 된 캠페인을 받아들여 시는
2008년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트럭회사는 ① 2013년
12월 31일까지 독립계약자이던 트럭운전수를 100% 근로자로 전환하고, ② 지역 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를 수립․시행하며, ③ 모든 트럭을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모
델로 개선하거나 대체할 것을 담고 있다(Drayage Service Concession Agreement for Access
to the Port of Los Angeles 2-4). 한편 트럭모델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가 컨테이너 수수료
를 통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였다(Wartzman, 2007).

Ⅲ. 토지사용 모델에 의한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

한편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여전히 지역정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토
지 사용과 관련한 법리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재개발과 조건부 토지사용 허가가 그것
이고, 주로 건설 부문에서 저임금근로자 보호내용을 담고 있다.

1. 재개발
1950년대에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아 슬럼가를 없애고 다운타운 개발을 촉진하던 미국
의 도시계획(Anderson, 1964; Halpern, 1995)은 저소득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연방정
책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주법에 의한 지역정부의 권한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본래 고용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재개발의 사용은 재개발법에 담겨 있지 않고 전통
적으로 재개발의 목표도 아니지만 재개발과 작업장 이슈들을 엮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
하였다.
가. 커뮤니티 기여 협약(Community Benefit Agreement: CBA)
캘리포니아 재개발법에 의하면 적당 가격의 주택 등을 만들어 20%의 토지세 증가가
가능해야 재개발이 승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승인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정부는 개
발업자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에 고용전 노동협약(pre-hir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운영함으로써 노조로 조직화된 일자리로 유
도하였다(Salkin and Lavine, 2008). 최근에는 건설과정에 그 지역 거주자들의 고용상 필요
를 반영하는 생활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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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개발협약에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커뮤니티 기여 조항을 두고 그 조항
을 개발업자에게 강제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 2000년 이래 상당히 많은 생활임금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ummings, 2009).
나. 건설 경력개발과 프로젝트 안정성 제고 정책
2008년에 커뮤니티재개발기관(CRA)은 저소득 지역 거주자들의 고용률을 제고할 새로
운 정책을 시작하였는데, 이른바 건설 경력개발과 프로젝트 안정성 제고 정책이 그것이
다. LAANE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동연합에 의해 추진된 이 정책은 공공개선기금(예:
보도, 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5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건설 프로젝트, CRA가 보유한 토지
에서의 건설 프로젝트 또는 CRA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모든
작업의 30%는 커뮤니티 지역 거주자를, 10%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한 정책이다. 이
정책도 프로젝트 노동협약을 따라야 하고, 일자리 코디네이터가 도움을 제공할 때 개발
업자는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직업훈련프로그램까지 연계시킨 정책이다. 건설 경력개발
과 프로젝트 안정성 제고 정책에 힘입어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지역거주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e, 2008).

2. 조건부 토지사용
조건부 토지사용 허가는 토지 소유권자가 본래의 토지 지역법상 허락되지 않는 토지사
용 허가를 내주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일부 시들은 거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학교의
개발을 허락하지 않는 반면, 개발업자가 학교를 설립하여 현 커뮤니티 거주지역과 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조건부 토지사용을 허가한다. 로스앤젤레스는 작업장에
관계된 재분배 이슈 외에도 저임금근로 문제를 이 허가에 관련시킴으로써 토지사용의 목
적을 풍부히 하고 노동조건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
가. 로스앤젤레스 대형슈퍼조례
본래 로스앤젤레스가 월마트 개발을 금지하였던 이유는 지역 내 식료품산업의 노동조
건을 보호하고 교통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월마트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상
존해 있었다. LAANE은 절대적 금지 대신 월마트로 하여금 입점 이전에 시에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Gray-Barkan, 2004).
그리고 UFCW(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Union)이 이에 서명하자, 시는 2004년

특집_43

특

집(Ⅱ)

대형슈퍼조례를 통과시키게 된다. 커뮤니티에 주는 비용보다 경제적 이점이 많아야 한다
는 이 조례가 채택된 이후 월마트는 현재까지 시내 입점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나. 주택개량업체조례
또 하나 검토할 사항으로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저임금 일용근로
자 문제에 관한 조례가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자가 증가하였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에서 서성이고 최저임금은커녕 체불임금 등
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2008년 제정된 주택개량업체조례는 조건부 토지사용 허가
(대표적으로 Home Depot) 이전에 이들 일용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하도록 하였다(LA Municipal Code § 12.24(U)(14)(e)(1)).

Ⅳ. 규제모델에 의한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

로스앤젤레스는 다른 시들처럼 연방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주 및 지역정부의 권한인 경
찰력(police power)으로 직접규제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는 저임금산업의 노
동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에 1997년에
제정된 조례와 다른 새로운 생활임금법을 통과시켜 LAX 지역 인근에서 운영 중인 호텔
들에 생활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였다(LA Municipal Code § 104.101). 주보다 작은 지역
단위에서 주 기준을 초월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있었으
나, LAX 지역 증진조례는 아주 작은 단위의 지역적 범위에 생활임금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의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아 현재에 이른다(Fine, 2008). 이
조례는 그 지역 내 3,500여 명의 호텔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Ⅴ. 시사점

1. 지역경제 분석을 통한 산업부문 선정
일반적으로 저임금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정부의 법을 돌려놓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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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노동의 지형을 바꾸는 경제적 재구조화 과정이다. 익숙한 이야기로, 대량생
산체제에서 유연생산체제로 이동하면서 지역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많은 기업이 사라졌
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Lichtenstein, 2002). 그리고 생산체제의 재구조화는 노조조직
률을 크게 감소시켰다(Stone, 2004). 한편 세계화된 제조업 부문에 고유한 성질인 자본이
동의 위험 때문에 지역정부의 초점은 점차 지역경제에 묶인 수출불가 산업에 두어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경제는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제조업에서만 17만 개에 이르는 일
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 부문 일자리로 대체되는 등, 미 전역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0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큰 10개 산업은 모두 서비스 부문(레저
및 여가, 건강 및 사회서비스, 전문직 및 사업서비스, 소매, 건설, 재정활동, 교육서비스,
도매, 운송, 기타 서비스)이었다. 그리고 2006년 U.S. Census 데이터를 통해 LAANE이 이
들 산업을 4인 가정의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 산업 내 근로자 비율로서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레저 및 여가 39.9%, 건설 37.8%, 기타 서비스 37.8%, 소매 32.4%, 도매
27.1%, 운송 25.1%, 전문직 및 사회서비스 24.3%, 그리고 건강 및 사회서비스 21.3%로 나
타났다(Los Angeles Alliance for a New Economy, 2007).
<표 1>은 로스앤젤레스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의 산업을 살펴본 것이다. 로스앤젤레
스의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은 지역서비스 부문 산업에 집중되고 빈곤율이 높은 산업에
<표 1> 산업별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
보호계획

보호대상 저임금근로자

산업

LA 생활임금조례

항공서비스, 버스서비스
관리, 보안, 주차
조경관리
소매 및 식료품 서비스
사회서비스, 주택건강

운송
전문직 및 사업서비스
기타 서비스
소매업, 레저 및 여가
건강 및 사회서비스

커뮤니티 베네핏 협약

건설
호텔,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관리, 보안
소매

건설
레저 및 여가
전문직 및 사업서비스
소매업

슈퍼조례

식료품

소매업

반착취공공조달조례

의류

제조업

LAX 향상 지역 조례

호텔

레저 및 여가서비스

주택개량조례

일용노동

건설, 기타서비스

CRA 건설경력개발과 프로
건설
젝트 안정성 제고 정책

건설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

운송

트럭

특집_45

특

집(Ⅱ)

초점을 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착취 공공조달조례를 제외하고 모든 보호계획은 아웃
소싱의 위험 없이 규제가능한 지역의존적 서비스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보호계획 중 7개가 하나의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로스앤젤레스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은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역적 산업 내 직업카테고리에 근거하여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2. 구체적 정책목표 설정과 가시적 정책효과 달성
다음으로 로스앤젤레스는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을 실행하
여 가시적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의 적용 및 효과
보호계획

LA 생활임금조례

Figueroa
Corridor
CBA

적 용

효 과

∙ 약 9,600개의 일자리에 직간접으로 증가된
임금지급
∙ 25,000달러 이상의 시 서비스계약,
∙ 7,700개 일자리에 연간 평균 2,600달러의
시 재산에 관한 리스 및 라이선스
의무적 임금상승 효과; 비의무적으로도
계약자, 시 재정지원을 받는 사용
1,900개 일자리에 1,300달러 임금상승 효과
자로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자
∙ 임금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효과 미미
(약 112개)
∙ 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70% 생활
∙ 모든 정규직 일자리의 생활임금기준 충족
임금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노
∙ 지역 고용률 달성은 전체 일자리의 50%
력의무를 다할 개발업자
∙ 2006년 기준으로 개발업자는 직업훈련 프
∙ 지역거주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
로그램을 위한 기금마련에 62,000달러 출연
는 데 동의하는 개발업자

∙ 지역 고용률 목표를 달성할 공항
계약자 및 리스, 라이선스계약자 ∙ 2007년 기준으로 연방공항위원회의 승인
커뮤니티
LAX CBA
∙ 5년간 직업훈련에 1,500만 개 일자
베네핏
이 내려지지 않음
리를 창출할 공항
협약

Grand
Avenue
CBA

슈퍼조례

∙ 건설 정규직 일자리로 20% 지역
고용률 달성할 사용자
∙ 29,000건의 건설공사 일자리 중 5,900개의
∙ 직업훈련에 50만 달러 출연할 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발업자
∙ 5,90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생활임금정책을 준수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용자
∙ 식료품점을 가진 대형할인점으로 ∙ 월마트가 아직 로스앤젤레스에 오픈하지
서 경제적 영향분석을 보고하고
않음
프로젝트 승인의 조건으로 부정적 ∙ 2007년 기준으로 로스앤젤레스 식료품점
영향을 최소화할 대형할인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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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보호계획

적 용

효 과

∙ 적용법규 준수 및 모니터링에 협
조할 시 계약자
반착취 공공조달조례
∙ 무자료
∙ 공공조달 생활임금 지급에 동의하
는 의류계약업자
∙ 13개 LAX 지역의 호텔 중 4개 1,000명의
근로자들과 단체협약 체결

LAX 지역 개선조례

∙ 생활임금을 지급할 LAX 호텔

주택 개량업체조례

∙ 시의 재량
∙ 대형 주택개량 업체로서 일용노동 ∙ 불경기로 명확한 효과는 없었으나 Home
Depot가 13개의 점포를 내고 조례 준수
자들을 고용하여 프로젝트 승인을
받는 업체

CRA 건설경력개발
및 프로젝트 안정성
제고 정책

∙ 50만 달러 이상의 공공개선기금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CRA 보조
금을 받는 프로젝트로서 지역 거 ∙ 5년간 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주자 및 취약계층의 지역 고용률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젝트 사업자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

∙ 양허협약을 체결하여 항구에 접근
할 트럭회사
∙ 양허협약하에서 트럭운전수를 전원 ∙ 1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근로자로 고용하고 지역 고용목표를 ∙ 40%의 임금상승 효과
충족하며 트럭을 환경기준에 부합
하는 모델로 교체하는 트럭회사

가. 노조조직률 제고
예컨대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은 노동조합 조직화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경우이다. 트럭회사들이 자신의 양허협약의 일부 내용으로 트럭운전수를 근로
자로 고용하고 대우해야 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트럭운전수들로 조직된 Teamsters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생활임금조례 또한 조직화 지형의 재구조화에
일조할 수 있다. 시의 계약권한을 통해 작동하게 되는 전통적인 생활임금조례는 공공기
능을 아웃소싱할 재정적 요인을 줄임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 노조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게다가 생활임금은 노조 조직화 캠페인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LAX 지역 증진조례가 그 예로서, UNITE HERE는 LAX 호텔을 호텔근로자
들을 조직화할 전국적 캠페인의 핵심적인 장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조례는 노동조
합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LAX 지역 증진조례는 호텔을 단체협
약의 적용제외대상으로 하였고(LA Municipal Code § 104.110), 결과적으로 호텔들이 단체
협약이 생활임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노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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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도록 할 또 다른 유인을 제공해 주었다( LA Admin Code § 10.37.12).
나. 노동조건의 개선․향상
생활임금법은 또한 연방 및 주의 최저기준을 넘어서는 노동조건의 개선․향상을 도모
하고자 한다. 우선 커뮤니티 베네핏 협약은 저임금산업에서 최저기준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Figueroa Corridor 협약의 생활임금조항은 개발업자가 70% 생활
임금 목표에 동의하고 공사 프로젝트에서 생활임금 일자리 수를 최대화하려는 모든 합리
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ummings, 2009). 다만 70% 생활임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반드시 협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약은 생활임금 목표
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들의 목표달성이 추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개
발업자들이 매년 생활임금 보고를 하고(생활임금 목표달성이 어려운 문제들을 상세히 기
재), 프로젝트의 임차인을 선정하기 전에 연합체에 통지하고, 연합체와 향후 임차가능성
이 있는 임차인들과 만나서 생활임금 달성에 대해 토의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 선정과 생활임금 목표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면 추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협약은 개발업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통해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로스앤젤레스 반착취 공공조달조례 또한 공공조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산업
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공공조달 생활
임금은 의류, 유니폼, 신발, 관련 액세서리를 공급하는 계약자들에게 연방의 빈곤기준에
20%를 가산한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 노동친화적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법 준수율 제고
로스앤젤레스 반착취 공공조달조례는 또한 계약자들에게 행동규정에 동의하도록 하여
지역 및 외국 기업들에게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동관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동의하
도록 하고 있다(LA Admin Code § 10.43.3.D). 이 조례는 공공계약을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좋은 기록을 가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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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고와 직업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통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보호계획 중에는 이미 고용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직자들의 노동공급 풀을 보다 높은 임금, 조직화된 일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경
력개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저임금노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고임금
일자리에 접근하려는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CRA 건
설경력 개발과 프로젝트 안정성 제고 정책은 CRA의 보조금을 받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업자로 하여금 직업훈
련 및 직업안정사업에 해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직
업기술을 보유한 커뮤니티 근로자들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으로 개발업자는 프
로젝트 고용전 노동협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게 된다. 기타 지역의 고용률 달성 조항을 가지고 있는 보호계획으로 커뮤니티 기
여 협약과 깨끗한 트럭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마.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지는 지역 거주자를 위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일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조례(커뮤니티 베네핏 협약, 슈퍼조례, 주택개량조례, CRA
건설 경력개발과 프로젝트 안정성 제고정책)들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임금상승 효과)하도록 하는 조례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
컨대 로스앤젤레스 생활임금조례로 거의 9,600명의 근로자가 임금상승 효과를 누렸다. 항
공과 시 또는 공항의 서비스 계약자들이 적용대상이었던 이 조례에 의하여 거의 7,7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연평균 2,600달러 이상의 임금상승 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에도 1,900여
명의 근로자들도 간접적인 임금상승 효과로 연평균 1,300달러 이상의 임금상승 효과를
누렸다(Fairris, et al., 2005). 그리고 임금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Fairris, et al., 2005). 다른 조례를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상의 보호
계획은 지역 거주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집_49

특

집(Ⅱ)

<참고문헌>
Schmitt, John(2011),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 경험과 교훈｣,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6～35.
Anderson, Martin(1964), The Federal Buldozer: A Critical Analysis of Urban Renewal,
1949-1962 1-14.
Barnes, Adrian(2007), Do They Have to Buy from Burman?: A Preemption Analysis of Local
Antisweatshop Procurement Laws, 107 Colum. L. Rev. 426.
Cummings, Scott L.(2009), Hemmed In: Legal Mobilization in the Los Angeles Anti
Sweatshop Movement, 30.
Drayage Service Concession Agreement for Access to the Port of Los Angeles 2-4,
http://www.cleanairactionplan.org/filebank/blobdload.asp?BlobID=2350.
Evelyn Larrubiam Labor(2008), Environmentalists Unusual Allies: Ports' Clean Trucks
Program Has Union Leaders Talking ‘Green’, but Some Trucks Want to Put on the
Breaks, LA Times B3 (Nov. 27, 2008).
Fairris, David et al.(2005), Examining the Evidence: The Impact of the Los Angeles Living
Wage Ordinance on Workers and Businesses.
http://www.irle.unla.edu/publications/index.htmp.
Fine, oward(2008), LA Living Wage Law Upheld, LA Bus, J. (Apr 11, 2008).
http://www.labusinessjournal.com/article.asp?aID=872940134.1611558.79788903.171082
6.256&aID2=123957.
Freeman, Jody(2003), Extending Public Law Norms Through Privatization, 116 Harv. L. Rev.
1285.
Gray-Barkan, Tracy(2004), Southern California’s Wal-Mart Wars, 35 Sco. Pol. 31.
Halpern, Robert(1995), Rebuilding the Inner City: A History of Neighborhood Initiatives to
Address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64-71 (Columbia 1995).
LAANE, About the New Centru Campaign, http://laane.org; LAANE, The Road to Shared
Prosperity.
Lichtenstein, Nelson(2002), State of the Union: A Century of American Labor 215.
Los Angeles Alliance for a New Economy(2007), Poverty, Jobs and the Los Angeles
Economy: An Analysis of U.S. Census Data and the Challenges Facing Our Region.

50_노동리뷰 2014년 3월호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정부의 저임금근로자 보호계획의 내용과 시사점

Miranda, Nicolas(2007), Note, Concession Agreements: From Private Contract to Public
Policy, 117 Yale L. J. 510.
Neumark, Daivd(2002), How Living Wage Laws Affect Low-Wage Workers and Low-Income
Families 8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2002).
Salkin, Patricia E. and Amy Lavine(2007), Understanding Community Benefits Agreements:
Equitable Development, Social Justice and Other Considerations for Developers,
Municipaliti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26 UCLA J. Envir. L. & Pol. 291.
Stone, Katherine V. W.(2004), From Widgets to Digits: Employment Regulation for the
Changing Workplace.
SweatFree Communities(2007), Independent Factory Investigation Improves Conditions in Los
Angeles Supplier Factory, http://www.sweatfree.org/statements_newwide208.
Wartzman, Rick(2007), Airing a Pollution Solution for the Ports, LA Times C1 (Feb. 23,
2007).
White, Ronald D.(2008), Seeking to Help At-Risk Workers, LA Times C1 (Sept 1, 2008).

특집_51

월간

특노동리뷰
집(Ⅱ)

201 4년 3월호 pp. 52~67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
조 성 혜**

Ⅰ

1)

Ⅰ. 서

최근 유로 존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는 거침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실업률은 6.8%로 통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14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이렇게 잘나가는 독일에서 돈을 벌면서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빈곤층2)이 실업자나 노년층이었으나, 기간제근로자(befristete
Beschäftigung), 시간제근로자(Teilzeitbeschäftigung), 파견근로자(Leiharbeit), 저임금단기간
근로자(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미니 잡(Mini Job)3) 등의 비정규직(atypische Beschäftigung)
이 늘어나면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4)
문제는 취업기간 중 빈곤한 사람은 실업기간은 물론 노후에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 이 글은 한국사회법학회의 사회법 포럼(2013. 11. 22)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cho901@dongguk.edu).
1) ‘독 경제자문위 “독일 경제 내년 본격 회복”,’ 아시아 투데이 2013. 11. 13,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93219
2) 독일의 빈곤 기준은 독신자의 경우 순 월소득 980유로,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2,058유로이다. Osten und NRW-Städte stark betroffen, Stern.de, 30. Aug. 2013.
3) 미니 잡이란 월소득 450유로 미만의 저임금 단기간의 일자리를 말한다.
4) 1998년만 해도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저임금단기간근로, 기간제근로는 7.4%에 불과했으나 2011년
에는 그 비율이 38.9%로 올랐다. 이들 중 14.3%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1인 자영업
자의 빈곤율도 10~11%에 이르고 있다. 전일근로자의 빈곤 비율은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거의 불
변으로 3.2%에 머무르고 있다. 비정규직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고용형태는 저임금단기간근로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25%는 세대당 소득원이 복수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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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 임금이 낮다 보니 임금소득에 비례하는 실업급여나 연금도 낮을 수밖에 없고,
저임금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다 보니 아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
다. 또 이들은 소득이 낮다 보니 저축이나 노후대비를 할 여력도 없다.6)
이제 독일에서 일하는 빈곤층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국가의 원리
(Sozialstaatsprinzip)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7)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흔들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빈곤층이 늘어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자주 거론되
는 것이 독일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8)이 지목되고 있다. 하르츠 개혁은 2010년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Agenda
2010)으로 공표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사회보장 급여의 삭감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적
극적인 자활의지의 고취였다.9)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실
업률이 줄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오늘의 호황도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어서나 늙어서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
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10)

5) Gather, Winfried(2011), Diözesansekretär Katholische Arbeitnehmer-Bewegung Köln(14. 6. 2011), 4.
6) 독일정부는 공적 연금 외에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후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나, 일하는 빈
곤층은 사적 연금에 가입할 여력조차 없다.
7) 여기서 의미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상대적 개념임을 밝혀 둔다.
8) “하르츠(Hartz)”란 용어의 유래는 2002. 2. 22.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재계, 노동계, 학계, 정
계 등 각 분야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Hartz Kommission)의 위원장을 폴크스바겐(Volkswagen)사의
노동이사인 페터 하르츠(Peter Hartz)가 맡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위원회는 적재적소의 신속한
직업소개, 충분한 소득 보장, 효율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행정을 통해 4년 내에 400만 명의 실업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전면적인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놓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에 걸
쳐 시행된 하르츠 법(1~4)의 내용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의 책임을 개인
에게로 이전, 사회보장급여의 대폭적 삭감, 자활의지의 고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9)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황규성(2008),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
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 노동정책연구 8(2), pp.151∼183; 금재호(2013),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리뷰 6월호, pp.75∼88; 최승호(2012),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식에 대한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22(4), pp.97∼130.
10) Bündnis 90 Die Grünen(2013), Hartz-Gesetz: Soziale Spaltung auf dem Arbeitsmarkt überwinden, 18. 6.
2013; Zimmer, Matthias(2013), Reform der Hartz-Gesetze muss in der nächsten Legislaturperiode
angegnagen werden, CDU 13.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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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하는 빈곤층의 사례

독일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라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일의 빈곤층의 일상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사례 1>
23세 마리온(Marion)은 독신으로 3년간 소매점 점원 직업교육을 받은 후 프랑크푸르트
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그는 나중에 경력자로 인정받아 더 높은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가 받는 월급은 1,200유로이다. 이 급여에서 방 2칸짜리 월세로 매달 700유로를,
대중교통 수단 비용으로 월 78.50유로를 지불하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와 전기세
로 40유로가 나간다. 그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의류를 구입하고,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약 11.38유로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는 굶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사치는 누릴 수
없다.
<사례 2>
백화점에서 주 30시간 일하는 30세의 자비네(Sabine)는 시간당 8유로의 임금을 받는다.
이 급여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300유로이다.
<사례 3>
뮌헨 어린이집의 46세의 보육교사 페트라(Petra)는 전일근로를 하고 월 2,200유로를 받
는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그는 월급이 다소 높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다가 건강상
의 이유로 직장을 바꾸었다. 그는 19세의 대학생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가외
로 주말이나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몇백 유로를 더 벌기도 한다. 그가 35년간 현재의
급여를 받으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령 시 받는 연금은 많아야 800유로이다.
<사례 4>
54세 엘케(Elke)는 베를린의 호텔에서 20년 이상 호텔 청소근로자로 일했다. 호텔 측에
서 청소를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것임을 알고 실업이 두려워 파견업체로 전직했다. 전일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줄어들어 실업급여 Ⅱ11)를 받는 것보다 적다. 그러나 행정
11) 실업급여 Ⅱ는 하르츠 4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기초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사회부조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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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실업급여 Ⅱ를 청구하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일하는 빈곤층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할 여유가 없다. 백화점 점원,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시간제근로자, 단순사
무직의 저임금 전일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한
의류구입, 외식 등은 자제하고 영화관람, 여행 등의 문화생활은 거의 누리지 못한다. 이렇
게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교류를 하기도 어렵고, 늘 판에 박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 가외로 연금에 가입할
여유도 없다. 월세가 높고 물가가 비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등의 대도시에 사는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2013년 현재 독일에는 취업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810만 명의 취업자가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에 비하면 12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Ⅲ.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비판적 시각

“5명의 현인(5 Weisen)”으로 불리는 독일경제자문위원회는 2013. 11. 13. 독일의 아젠다
2010 개혁 조치들이 희석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닥칠 도전은 더욱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독일정부에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하르츠 개혁이 저임금의 불안정고용을 심화시켜 일하는 빈곤층
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따라 수급권자의 자산과 개인의 필요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즉 재산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동거 가족의 소득이 너무 높아도 안 된다(예컨대 3인 가족의 경우 1,200유로). 그러므로 수
급권자는 노후 대비 민간보험, 통장잔고, 토지 등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실업급여 Ⅱ”라는 용어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실업급여 Ⅱ가 반드시 실업급여 Ⅰ을 수
급한 이후에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소득(심지어 실업급여 Ⅰ도 포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득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가적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 Ⅱ의 수급요건은 생계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의 요보호자로서 (출생연도에 따라) 65세
(6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인데, 수급기간은 제한이 없다. 생계능력이 있다 함은 노동시장의 통상적
인 조건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요보호자라 함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자를 말한다. 실업자와 그 가족,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취업자, 가족을 돌
보느라 취업을 할 수 없는 자 등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 Ⅱ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급여액 역시 종전의 임금소득에 좌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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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르츠 2에서 도입된 미니 잡, 미디 잡(Midi Job)12)으로 인하여 정규직(Normalarbeitsverhältnis)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불안정근로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13) 또한 하르츠 4 입법14)에서 실업급여(Arbeitslosengeld)와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를 통합하면서15)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보장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즉 실업 1년 동
안은 소득에 비례하는 실업급여Ⅰ16)을 수급하나, 그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Ⅱ를 지
급받게 되는데, 실업급여 Ⅱ는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의하여 재
원이 조달되는 기초보장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빈곤의 한계를 넘는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
기가 곤란하다. 하르츠 4의 최대 희생자는 장기실업자로, 이들의 경우 12개월의 실업급여
를 받자마자 실업급여 Ⅱ의 수급자가 되면서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임금근로에 종사하던 단기실업자 역시 실업급여 Ⅰ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
워 실업급여 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실업자에게 기대가능한 일자리의
요건이 엄격해져 실업자로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함께 저임금근로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밖에 장기실업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려 하게 되는데 취업기
간이 짧다 보니 연금액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연금 수령 전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12) 미디 잡이란 월소득 850유로 미만의 일자리를 말한다.
13) Hans Böckler Stiftung(2006), Die “Hartz-Reform” und ihre Folgen, 23; Hans Böckler Stiftung(2013),
Quote der “Working Poor” gestiegen/Knapp 68 Prozent der Arbeitslosen in Deutschland von Armut
bedroht(magazin -auswege- 23. 4. 2013), 1.
14) 하르츠 4 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영미(2013),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의 고용증진 관련 법
제개혁의 내용과 평가 - 하르츠 Ⅳ에 의한 고용연계복지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28집,
pp.173∼217.
15)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통합에 대하여는 Berlinger, Kurt(2004), ｢독일 연방고용청(BA) 및 사회복지
법전 Ⅱ(하르츠 특별법 Ⅳ) 개혁｣, 국제노동브리프 2(4), pp.75∼79; 황덕순(2008), ｢하르츠 개혁에
의한 독일의 고용서비스 개혁 : 초기 결과와 재조정｣, 국제노동브리프 6(7), pp.44∼55.
16) 실업급여 Ⅰ은 실업이 된 자가 실업신고 전 2년간 최소한 12개월간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에
종사했던 자가 연방고용센터에 실업으로 신고한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은 임금,
취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피보험기간(개월)

수급기간(개월)

12

6

16

8

20

10

24

12

실업급여액은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과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자녀 이
상을 둔 자의 경우 기준임금의 67%, 그밖의 실업자의 경우 60%이다.

56_노동리뷰 2014년 3월호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

일했거나 고용이 중단되었던 사람은 이에 비례하여 연금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노후에
도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젊어서나 늙어서나 국가의 부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빈곤층을 양산하고 말았다.

Ⅳ.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 유형과 일하는 빈곤층

1.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 유형
독일 노동시장은 아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전일근로에 종사하는 정규직
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정규직은 차츰
줄어들고 대신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한다.
정규직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17)
- 전일근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
-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 근로계약 당사 사용자와 근로제공 당사 사용자의 동일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근로를 일컫는다.
- 기간제 근로18)
- 시간제 근로19)
- 파견근로20)
17) Keller, Berndt/Seifert, Hartmut(2011), Atypische Beschäftigung und soziale Risiken- Entwicklung,
Strukturen, Regulierung, p.8ff.
18)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초기에는 3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
나 단체협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복적 갱신이 가능하다(기간제법 제
14조). 합리적 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19) 연방통계청에 의하면 주당 21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개념이 가장 일반적이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법(TzBfG)에 의한 시간제 근로란 전일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자, 즉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자를 말한다.
20) 파견근로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하르츠
개혁에 따라 그 사이 독일 전 업종에서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언뜻 정규직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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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단기간근로21)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는 가장 보편적인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기준 외에도 1유로
잡(Ein-Euro-Job)22), 불안정 고용,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고용,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등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
정규직
기간제근로
근로자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저임금단기간근로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23)
가족종사자

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정
규직에 속한다.
21) 저임금단기간 고용이라 함은 저임금 또는 단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수입이 월
450유로(2012년까지는 400유로였다가 2013. 1. 1. 이후 450유로로 상승됨) 미만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이 내용은 추후 삭제됨), 일명 미니 잡(Mini Job)이라고도 한다. 하
르츠법에 의하면 401~800유로까지를 미디 잡(Midi Job)이라 하는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례하여 올라간다.
22) 1유로 잡이라 함은 실업급여 Ⅱ를 받으며 1~2.5유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Ⅱ는 하르츠 4에 의한 생계능력이 있는 요보호자에 대한 기초보장급여인데,
실업급여 Ⅱ의 수급요건으로 수급자가 공익적 성격의 부가적 일자리(1유로 잡)에 종사할 것을 요건
으로 한 것을 일컬어 일명 “초과비용보상 고용(Arbeitsgelegenheit mit Mehraufwandsentschädigung:
AGH-MAE)”이라고도 한다. 즉 수급자가 부가적 일자리에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로, 실업급여 Ⅱ의 기본급여에는 이러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당 1유로
에서 2.5유로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1유로 잡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
게 하는 데 있다. 수급권자가 부가적 일자리를 거부하면 급여가 최고 30%까지 삭감된다. 1유로 잡
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실업급여 Ⅱ에 산입되지 않는다. 1유로 잡의 일자리는 주당 20시간에서 30
시간의 근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미니 잡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
르다.
23) 최근 독일 노동시장에서 1인 자영업자(Solo-Selbständige)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40%가 증가해 260만 명이 1인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중 57%가
1인 자영업자라고 한다. 1인 자영업자가 되는 이유를 “사장이 되고 싶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실현하고 싶다”는 답도 있지만, “더 이상 실업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일자리가 없다”, “직장에
서 차별받는다”, “다른 사람의 권유였다” 등의 답도 많다. 1인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우 낮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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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장기간 도급업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유사자영업자(Scheinselbständige)를 비
정규직에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많다. 연방통계청은 이들의 경우 근로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24) 다만 유사자
영업자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하므로 비정
규직을 논할 때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2. 비정규직·불안정고용·일하는 빈곤층
일반적으로 일하는 빈곤층이라 하면 우선 비정규직을 떠올린다. 그러나 모든 비정규직
이 빈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정규직이라고 빈곤에 처할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하는 빈곤층을 반드시 비정규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일하는 빈곤층의 대부분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을 배제하
고 일하는 빈곤층을 논할 수는 없다.
대체로 일하는 빈곤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임금이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 사회보장 급여 및 노동법상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여되지 않는다.
- 안정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하는 빈곤층들의 대부분은 임금이 너무 낮아 추가로 실업급여 Ⅱ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다.25) 실제로 하르츠 4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급여만으로는 불충분해 실업
급여 Ⅱ를 받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전일근로라고 한다.
고용이 불안한 저임금근로자들의 경우 단체협약도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할 근
거도 없다.
정규직의 경우 그나마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반면 비정규
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이 종종 불안정고용(prekäre
Beschäftigung)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불
정도는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후 생존율이 5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들의 경우 85%가 동일 직장 보유).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가 12%이고 그
중 57%가 1인 자영업이라고 한다(유럽의 자영업 평균은 17%이고, 그 중 72%가 1인 자영업자라고
한다). Solo-Selbständigkeit: Freiheit oder Not?, DIW Berlin, Pressemitteilung vom 13. 02. 2013;
Solo-Selbständige: Allein und arm, Maryena Sicking, 17. 04. 2013.
24) Wingerter, Christian(2009), Der Wandel der Erwerbsformen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Einkommenssituation Erwerbstätiger, Statistisches Bundesamt․Wirtschaft und Statistik 11-2009, 1082.
25) 다만 저임금이라고 하여 반드시 빈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복수의 가족구성원이 소득이 있
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저임금과 빈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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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고용은 당사자의 경력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빈곤의 위험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반면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직업과 개인적 흥미분야를 적절히 조화하고자 자발적으로
택한 경우는 불안정고용이라고 하기 어렵다.26)
그러므로 불안정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이 반드시 불안정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분히 불안
정고용의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하는 빈곤층의 분포
저임금근로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고 주로 직업훈련생, 청년층, 외국인, 여
성27) 등이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수료자, 자격증 소지자, 대학졸업자
들이라 할지라도 실업을 한 경우 하르츠 4 이후 저임금근로라도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학력, 경력 등을 불문하고 저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28)
특히 다음과 같은 직업이 저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

여 성

운전기사, 창고 및 운반근로자, 페인트공, 경비업체
점원, 청소원, 사무직원, 사회복지사(요양사 등), 간호
종사자, 도소매업 종사자, 보조인력, 설비기사, 목공,
사, 조리사, 식당주방장, 미용사, 화장품판매원, 도소
인테리어 종사자, 화물차 수리공, 상인, 화가, 기계공,
매업종사자
조리사

그 밖에 학자들도 일하는 빈곤층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학력 자영업 종
사자도 위험군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건축가, 변호사 또는 기자 등도 최저생활을 유지하
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이나 자동차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직업군은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빈곤층 문제는 특히 파견근로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2013년 초 파견근로 분
26) Bröring, Manfred/Buschmann, Mirja(2012), Atypische Beschäftigungsverältnisse in ausgewählten
Arbeitsfeldern der Kinder- und Jugendhilfe,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GEW); Wingerter,
Christian, a.a.O., 1082; Statistisches Bundesamt, Atypische Beschäftigung.
27) 현재 55%의 여성이 비정규직(시간제근로, 미니 잡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에는 여성들이 저임금단기간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정규직도 비례하여 감소하
였다. 반면 남성 근로자는 절대다수(84%)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2003년에 비하면 3% 감소
한 수치이다. 그러한 이유로 빈곤층의 반수 이상이 여성인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다수라고
한다.
28) Reiner, Sabine(2006), Arm trotz Arbeit? Der gesetzliche Mindestlohn schafft Abhilfe, 12. bundesweiter
Kongress Armut und Gesundhei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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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최저임금29)을 동독 7.01유로, 서독 7.89유로로 정하여 파견근로자의 상황이 나아지기
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평균
20%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의하면 2005년과 2011년 사이 보건 및 청소
업종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수가 400% 증가해 16,350명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Ⅴ.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 논의

독일에서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방안이 최저임금법31)의
제정이다.32) 즉 법정 최저임금을 8.50유로로 정하자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데33), 전일근로
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1,400~1,500유로이다.
새로 임명된 사민당 소속의 나알레스(Andrea Nahles) 노동부장관은 2017. 1. 1.부터 독일
전역에 걸쳐 8.50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34) 한편
이 금액으로는 독일의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자녀를 1~2명
키우는 가정이 어렵다고 한다.35) 사민당은 8.50유로의 최저임금법 제정 제안과 함께 미니
29) 2011. 12. 20. 연방정부는 90만 명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파견
근로분야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1번째 산업분야로, 최저임금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도 적용된다. 그 밖에 건물청소 및 지붕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약 100만 근로자에게도 2012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2012. 1. 1. 이후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서독 7.89유로, 동독 7.01
유로였는데,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는 서독 8.19유로, 동독 7.50유로로 인상되었다. 지붕
수리업의 파견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2012년은 11유로 2013년은 11.20유로로 확정되었다. 건물청
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2012년은 임금등급에 따라 7.33~11.33유로, 2013년은 임금등급에 따라
7.56~11.33유로이다. 파견법 제3a조 제2항에 따라 연방정부가 파견근로자 노사연맹이 체결한 최저
임금의 구속력 확장을 선언할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업들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
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0) Arm trotz Arbeit, Sonntagsblatt 21. 11. 2013.
31) 최저임금법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sch, Gerhard/Weinkopf, Claudia(2006), Gesetzliche
Mindestlöhne auch in Deutschland?를 참조.
32) 현재 EU의 27개국 중 20개국이 최저임금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 중 서유럽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대개 8.80유로 이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구매
력을 높여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럼으로써 내수시장이 안정화되고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면치 못하는 근로자들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33) 현실에서 일하는 빈곤층은 평균 6.80유로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산다고 한다.
34) Nahles verspicht Mindestlohn bis 2017, Frankfurter Allgemeine, 18. 12. 2013.
35) Mindestlohn und BGE: Die wachsende Armut in Deutschland ist besiegbar, Bürgerstimme Zeit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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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유급휴가, 병가, 해고기간, 임금 등을 기재한 서면 근로계
약 체결 의무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정 논의와 관련 법정 최저임금의 도입이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36) 최근 기민당과 사민당 대연정이 최저임금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하여 130명의 경제학 교수들이 반대성명을 냈다.37) 법정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의
해 노사가 산업별로 자치적으로 임금을 협상해 온 사회정책적 목적에도 반할 뿐더러 법
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임금의 지속적 상승을 부추겨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실업자와 미숙련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1. 노동계의 주장
한편 노동계38)는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39)
- 법정 최저임금을 8.50유로로 올리되 가능하면 속히 10유로로 올릴 것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
-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파업대체근로로 파견근로자 투입 금지, 하도급을 통한 불안정 저임금근로 금지
- 미니 잡 근로자들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근로조건 보장
-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근로계약의 폐지. 기간제계약의 일체의 합리적 사유의 검토
후 기간제 허용
- 남녀의 임금상 차별 금지
- 노동정책의 목적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둘 것
-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재평가
- 근로자정보보호법 제정

Veränderungen, August 13, 2013.
36) Bosch, Gerhard/Weinkopf, Claudia, a.a.O., 4; Reuter Deutschland, 18. 11. 2013; Mindestlohn braucht mehr
Regeln, Frankfurter Allgemeine, 10. 12. 2013.
37) Ökonomen fürchten Mindestlohn ohne Sachverstand, Wirtschaft, 19. 12. 2013. 이미 경제석학들은 추계
자문(Herbstgutachten)에서 법정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38)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비판했다. 특히 미니 잡을 줄이고 파견근로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가입의무가 없는 미니 잡이야말로 저임금근로의 온상으로 노후빈곤
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9) ver.di(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Niedriglöhne sto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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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없는 기초소득보장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조건 없는 기초소득보장(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예술가나 작가 등과 같이 창조적인 직업종사
자 또는 한부모 가정과 같이 종속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된다
는 것이다.40)

Ⅵ. 시사점
1.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의 원인
하르츠 개혁이 실업자를 줄이기는 했으나 저임금단기간근로자를 양산시키고 일하는
빈곤층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 증가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날로 심화되는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연화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사용하려 한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독일정부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독일은 1980
년대 중반 이후 고질적인 실업률을 낮추고자 노동법의 보호규정을 계속 완화하여 왔고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된 것이 하르츠 개혁이다.
특히 하르츠 개혁은 어떠한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도 취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
문에 장기실업자로서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독일정부는
그러한 ‘초강수’로 실업자를 줄이려는 의도였으나 실업자가 줄어든 대신 저임금근로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독일은 최저생활을 하기조차 힘든 저임금근로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
고 실업급여 Ⅱ로 지원을 하였으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실
업급여 Ⅱ 역시 최저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하는 빈곤층은 현재를 살아가기도 빠듯하기에 노후대비를 할 여력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금도 적게 받게 되어41) 평생
40) Mindestlohn und BGE: Die wachsende Armut in Deutschland ist besiegbar, Bürgerstimme Zeit für
Veränderungen, August 13, 2013.
41) 독일에서는 연금수급자가 600유로 미만의 기초보장금액을 받는 경우 빈곤으로 간주된다. 독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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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42) 연금가입도 본인이 원하면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
적연금 수급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그들이 민간연금보험43)에 별도로 가입할 가능성
은 거의 전무하다. 설령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장기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 조기(대
부분 63세)에 연금을 수령하여 연금액도 줄어든다.
한편 일하는 빈곤층이 높은 이유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비율이 높은 데 있다는 분석
도 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충분해서 소득 중 일부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납
부한 후 근로능력 또는 근로기회의 상실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회보험 급여로 생활
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데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일하는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시
스템이 장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소득
의 절반 가까이를 사회보험료 또는 세금으로 납부하다 보니 일하는 빈곤층은 월급을 받
아도 충분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 결 론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기업이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일하는 빈곤층
의 문제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명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이
다. 그러므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으로 인한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가 단순히 최저임금을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법정 최저임금이 오래 전에 도입된 우리나라
에서도 일하는 빈곤층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독일의 일
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반하고 현재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많
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다.44)
독일의 비정규직 관련 법제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나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심하지

연구소(Deutsches Institut der Wirtschaft: DIW)는 2030년 동독의 연금수급자 중 37%가 600유로 이하
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2) OECD 국가 중 근로빈곤층의 연금이 독일처럼 적은 국가는 없다고 한다. 다른 국가는 고소득자들
의 경우 연금에서 깎이는 부분도 많은데 독일의 경우 과거의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
문에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연금 차이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연금 수급 전에 빈곤했던 사람은
고령에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43) 독일정부는 리스터 연금(Riester Rente), 뤼룹연금(Rürup Rente) 등 민간연금보험 가입의 지원을 통
한 노후생활보장정책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 보니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44)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무 등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될 경우 경비원들
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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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특히 파견법의 경우 파견기간, 파견업종 등의 규제가 완전히 삭제되어45) 파견근로
가 임금덤핑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나마 2013년 초 파견분야에 단체협
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도입되어 과거보다는 근로조건이 나아지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파견근로가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정규직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 비해 파견법의 규제가 엄격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 문제
가 독일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견법의 규제
를 피하고자 불법사내하도급이 ‘창궐’하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상만
다르지 비정규직 문제는 독일과 큰 차이가 없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해고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정규직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여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
극화가 특히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법
의 규제완화가 마치 전체 근로자의 기득권 포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고제한
규정의 완화는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는 층이 주로 정규직근로자라는 점, 정규직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되는 만큼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정규직 진입이 어려워지고 임금격
차가 날로 심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벽을 낮추고, 그로부터 절감
되는 비용을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보호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가장 가까
이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누어야 할 “파이(pie)”가 같은 상황에서 한쪽의 양보 없이 다른 쪽의 몫이
커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하르츠 개혁이 기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 Ⅱ라는 일종
의 사회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우리나
라에는 그러한 안전망조차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최장 8개월인
데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을 시도하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장기실
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46)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간이 극도로 짧은 것이다. 다
45) 독일 파견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김기선(2010), ｢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와 최근의 논의｣, 노동법
연구 제29호, pp.177∼205.
46) 그 사이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취업한
자녀들도 언젠가는 독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에게만 의지하여 살 수도 없다. 그 과정
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연금액이 적거나 이미
주거용 부동산도 자녀의 혼사비용 목적으로 매각했다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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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가 비교적 낮고 부동산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 중
산층이 곧바로 노숙자로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면서 부동산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빈곤에 처하게 된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가 “워킹 푸어(Working Poor)”인데다 지면 관계
상 여기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역모기지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하는 빈곤층과 완전히 무관한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사회보장의 선진국인 독일도 무한경쟁의 글로벌경제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 그들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
치 않았다는 점은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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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빈곤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
노 상 헌*
1)

Ⅰ.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의 ‘결핍’을 의미하고, 생존 자
체를 위협하는 절대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희망을 잃게 만드는 상대빈곤으
로 설명한다. 빈곤의 주된 원인은 소득부족에서 시작된다. 소득은 개인 또는 가족세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경제생활이 빈곤하
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원인이 되는 소득부족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게으름(나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다산 등 여러 요인(사회적 위험)을 들고 있고, 특히 개인의 무능력과
태만 등을 빈곤의 원인으로 설명한다.1)
빈곤은 여러 이유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절대적 빈곤을 해결한 현재 우리 사회의 빈
곤원인을 앞에서 열거한 원인보다는 ‘불안정고용과 저임금’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2) 소득은 여러 경제활동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근로소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활동은 주로 근로자(피용자)
나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것, 즉 근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헌법도 근로의 가치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헌법 제32조). 소
득창출의 근원이 되는 근로활동에서 불안정고용과 저임금의 고용구조는 근로소득의 감
소 또는 중단으로 빈곤화를 심화시키거나 빈곤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러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신빈곤’이라 하며 전통적인 빈곤문제와는 다르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hroh@uos.ac.kr).
1) 전광석(2010), 사회보장법(제8판), 법문사, p.4.
2) 장지연(2012), ｢복지국가의 고용과 사회안전망｣, KLI 고용․노동 리포트 제16호(2012. 2), p.3에서
근로빈곤의 원인을 고용불안정, 저임금, 그리고 사회보험체계와 연결되지 않는 일자리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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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근한다.3)
우선 노동시장 측면에서 전통적 빈곤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계층으로 소
득창출능력이 부족한 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신빈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불안정고용, 그리고 열악한 취업조건으로 말미암아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4) 일을 하고 싶지만 적정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실업계층, 일
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근로계층,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 이들이 신빈곤계층을 형성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이들은 종전의 빈곤
층과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불안정, 산업구조의 재편 및 구조조정 등으로 새
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을 말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직장인, 생계책임을 지는 여성 등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는 이른바
‘신빈곤’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절망의 빈곤’이라는 점에서 빈곤문
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성장시대의 빈곤이 ‘희망의
빈곤’이라면 지금의 저성장시대의 빈곤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의 빈곤’이
라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06년 14.4%에서 2012년 16.5%로 상
승세를 거듭해 왔다. ‘빈곤의 여성화’와 ‘빈곤의 노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빈곤율은 18.4%로 남성 빈곤율(14.6%)의 1.3배에 달했다. 고령층(65세 이상) 가구
의 빈곤율이 50.2%로 30대 개인 빈곤율(9.0%)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70세 이상은
53.9%였다. 요컨대 2014년 현재 국민의 6분의 1 정도(16.5%)가 연간 1,068만 원도 안 되는
가처분소득으로 1년을 살아내고 있다.5)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와 같이 빈곤 문제가

3) 사실상 ‘신빈곤’이란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며, 무엇을 ‘구
빈곤’과 ‘신빈곤’의 경계로 삼을 것인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① 산업화를 통해서 빈
곤을 해결했다고 믿었던 선진산업사회에서 빈곤이 퇴행적으로 확산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
② 빈곤화가 실업 및 일자리의 불안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빈곤화
현상에 ‘새롭다’는 의미의 관형어를 붙인 까닭은,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global capitalism)’로 표현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신명호(2006),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아세아연구 49(1), p.8; 노대명(2002),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
와 과제｣, 도시와 빈곤 58, p.80 이하.
4) 남재량․류근관․최효미(2005), 고용불안계층의 실태 및 고용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83에서
는 ‘고용불안의 증대’를 ‘실직 가능성의 증대’와 ‘재취업 가능성의 하락’으로 정의하고, 실업에서 취
업으로 이행할 경우 상용직으로 옮겨갈 확률은 크게 하락하여 일용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게 높
아졌다는 점에서 재취업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불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5)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빈곤
선(중위소득의 50%)은 연간 1,068만 원이고,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16.5%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율(16.6%)과 비슷한 수준이다. 빈곤율은 1인 가구가 49.6%로 4인 이상 가구(9.0%)보다 압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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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빈곤 문제와 대책을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정책을 중심으
로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빈곤 현황과 대책

1. 일본의 빈곤 현황
일본은 1990년대에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오랫동안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소득 불균
형이 심화되면서 평등주의가 지배하던 사회 분위기가 일변하여 심각해지는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빈곤은 존재해 왔지만, ‘일부의 사람’의 ‘특수한 문
제’로 여겨져 온 느낌이 강하며 사회문제로 간주되어 오지 않았다.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믿고 있던 많은 일본인들은 그러한 의미로 빈곤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사람
들에게 빈곤의 현실을 보여준 하나의 예가 2008년 말부터 활동이 시작된 ‘파견마을(派遣
村)’이다. 도쿄 중심부에 있는 히비야(日比谷) 공원에 생긴 파견마을이 뉴스 영상으로 보
도되면서 빈곤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히비야 공원의 ‘파견마을’은 ‘룰(rule) 없는 고용’이
라 일컬어지는 고용 파괴, 급증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일시 해고가 그 원인이다.6) 2000
년대 이후 ‘양극화(격차)와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워킹 푸어’라는 용어도 일
반적으로 사용되어 일본에서도 확실히 빈곤화 또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7) 이를 입증하듯 후생노동성은 2010년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로 높았다. 근로연령층(18~64세) 가구에서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63.2%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이 48.4%로 근로연령층(18~64세)의 빈곤율(12.0%)에 비하여 4배 이상 차이
가 났다. 연령별 빈곤율은 20~50대에서 10% 정도를 유지하다 60대에 28.3%, 70세 이상에 53.9%로
급증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6.0%, 중학교 졸업 22.8%, 고등학교 졸업 14.6%,
대학교 졸업 이상은 6.6%로 학력이 낮을수록 가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4.6%인 반면, 여자는
18.4%로 여성이 빈곤에 더 취약했다. 2년간 빈곤을 지속한 비율은 11.0%였고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
는 5.0%, 빈곤에 진입한 가구는 5.4%였다. 빈곤탈출가구의 25.4%는 취업자가 늘고 6.1%는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빈곤진입가구에선 25.8%가 취업자가 감소하고 13.9%만 취업자가 늘어 취업이 빈곤 여
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인터넷 카페 난
민(ネットカフェ難民)’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만들어냈다. 홈리스의 일종으로 월세 및 집
세 등의 체납 등에 의해 종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나 기숙사 등을 나와 24시간 영업하는 인터넷 카페
에서 주거하며, 파견노동 등의 일용직 단순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젊은 층을 일컫는 신조
어이다.
7) 1929년에 발표된 ‘蟹工船’(게를 어획하여 선상에서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공장 시설을 갖춘 어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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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명이 가처분소득이 112만 엔 이하의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다(2012년 현
재 빈곤율 16.0%).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빈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① 실업과 고용형태의 다양
화에 따른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② 이혼 증가와 모자세대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우선 일본은 2002년에 5.4%까지 증가하였던 실업률이 경기의 회복과 함께 계속 감소하
여 2012년 현재 완전실업자 수는 261만 명(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9만 명 감소)이고,
그 가운데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101만 명으로 2만 명 감소하여 2011년 4～6월기
이후 10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빈곤의 주된
원인은 실업률의 증가에 의한 것보다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
로자 증가에 있다고 이해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
20.3％였던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은 2006년에는 33.4％까지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계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1월 공표한 노동력조사 상세집계(労働力調査詳細集計 2013년
7~9월기)에 의하면, 임원을 제외한 고용자는 5,205만 명이고, 그 가운데 비정규직은 1,908
만 명으로 분기마다 집계를 시작한 2002년 1~3월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여 비정규직 비율
은 36.7％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저임금의
비정규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저임금의 비정규근로자 증가와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분포의 차이가 근로빈곤층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본다.
빈곤의 둘째 원인으로 이혼율 증가와 이로 인한 모자세대의 증가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이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약 29만 건을 정점으로 이혼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혼하는 확률은 증가하여 2012년 인구 1,000명당 이혼율 1.88(2011
년 1.87)이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건수도 1980년의 약 9만 6,000건에서 2003년에는
17만 건까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약 80%의 여성이 자녀의 친권을 획득하여 모자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자세대는 부자세대에 비해 빈곤의 위험이 있는데, 그 이유
로 상당수의 여성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세
대는 여성의 빈곤화와 아동 빈곤 문제가 교착하는 동시에 빈곤 아동이 성년이 되어서도
빈곤이 해결되지 못하는 ‘빈곤의 대물림’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가혹한 노동현실과 가난한 노동자의 군상을 묘사한 소설로 80년이 지난 2008년 일본의 젊은이들에
게 다시 조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노동과 빈곤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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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의 함정 - 저임금 비정규직
가.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정책
2009년 일본 민주당 정권은 비정규직8)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사용자 측
의 반대 및 정권교체 그리고 여러 경제상황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계획은
결국 유보되었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의 대표적 유형인 파견근로, 기간제고용 및 시간제고
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다.
1) 파견근로자

가)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개정
일본에서는 파견법이 1985년 7월에 제정되었고, 이듬해 1986.7.1.부터 시행되어 직업안
정법에서 금지하여 온 근로자공급이 ‘사업으로서 근로자파견’이라는 새로운 고용서비스
산업으로 인정되었다. 파견법의 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력 수급의 적
절한 조정을 위하여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강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파견근
로자의 취업에 관한 조건정비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기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이다(파견법 제1조). 둘째는 이제까지 사실상 위법적으로 행하여 온 ‘근로자공급사업’,
‘위장도급’, ‘불법파견․용역’ 등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그 일부를 합법화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파견법에서 규정하는 파견과 구별
되는 ‘업무도급’ 등에 대한 구별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함과 동시에 파견대상업무도 원
칙적으로 자유화하여 가능한 한 파견법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직업
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공급 사업의 한 형태로,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
해서는 반대 견해가 강하여 일부 업종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협안이 마련되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은 기업이 외부노동자를 이용
하는 형태의 하나지만,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며, 사용사업
주는 지휘명령을 행사하지만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급이
나 근로자공급과 구별된다. 파견법이 제정된 1985년에는 파견대상을 13개 전문업종(나중
에 26개 업종으로 확대됨)으로 한정하였고, 파견기간도 임시적, 일시적 업무로 한정하여
8) 일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① 장기계속고용(무기고용), ②
전일제고용(풀타임고용), ③ 직접고용이라는 정규직 고용의 속성을 하나라도 결여한 고용이라고 이
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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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1999년과 2003년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게 되었다. 즉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금지된 업무와 업종 이외에는 근로자파
견이 전면 허용된 것이다. 파견기간도 전문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졌고,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근로자과반수 대표의 의견을 들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파견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한 기간의 파견 종료 후에
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개예정파견9)도 인정하였다. 이처럼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파견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근로자파견의 폐해가 전면적으로 나타나자 이를 개선하고자 일용근로자의 파
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있었다.

나) 최근 개정된 파견법의 내용
2003년 파견법 규제완화 이후 법에서 금지된 대한 파견이나 이중파견 등의 위법행위뿐
만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일용직 파견이 고용불안정과 저임
금의 근로빈민층(working poor)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드러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일본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
다(앞에서 언급한 파견마을). 이에 이제까지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성으로 파견법의 규제
를 강화하여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하였
다.10)
2012.10.1.부터 시행된 파견법은 ① 일일파견(1일 또는 30일 이내의 파견)의 원칙적 금
지, ② 전속파견의 제한(특정 기업에 80%를 초과하는 근로자 파견 금지), ③ 일정한 유기
고용 파견근로자의 무기고용으로의 전환 추진 조치,11) ④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사용사업주의 의무,12) ⑤ 파견수수료의 공개(이른바 파견사업주의 마진율 공개), ⑥ 위법
한 파견은 사용사업주의 근로계약 청약으로 간주하는 제도(직접고용의무는 2015. 10. 1.부
터 시행) 등을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파견근
9) 소개예정파견은 사용사업장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기간 파견근로자로 취업하고 파견
기간이 종료할 때 기업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되는 파견형태이다(파견법
제2조 제6호).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평균 3개월 정도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10) 법률명을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
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명기하였다.
11) 유기고용 파견근로자(고용기간이 통산 1년 이상)가 요청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무기고용)
으로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 파견근로자의 처우수준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균형을 고려하여 배려할
의무를 명문화하였다(파견법 제30조의2, 제40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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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다) 근로계약 청약간주 제도의 도입
앞서 소개한 2012년 개정된 파견법에서는 근로계약 청약간주 제도가 도입되었다(2015.
10. 1. 시행). 근로계약 청약간주 제도는 사용사업주가 위법한 파견임을 알면서 파견근로
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한 파견이 발생한 시점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의 청약(직접고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일본 파견법은 ① 파견금지 업무의 파견
근로자 사용, ② 무허가․무등록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③ 파견기간을 초과한 사용, ④
위장도급 등 4개 유형을 위법한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6 제1항). 사용사업주가
위법한 파견임을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
약의 청약(직접고용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파견근로자의 승낙이 있으면 사
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된다. 근로계약의 청약이 간주된 경우, 근로조건은 간주
시점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근로계약의 청약기간(즉 파견근로자가 직접고
용을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한 파견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
2) 기간제고용(유기근로계약)

일본의 유기근로계약법제를 논의할 때 고려하여야 할 두 개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일
본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간제고용은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간제
고용은 2011년 현재 1,21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 비정규직근로자의 68%를 차지하
고 있다.13)
일본에서 유기근로계약법제를 논의할 때 고려하여야 할 둘째 문제는 ‘고용불안정’이
다. 유기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되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을 갱신할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 계약법상의 원
칙이다. 하지만 갱신의 자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자유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기간제고용은 해고규제를 잠탈하기 위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갱신 여부를 둘러싸
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개정(2013.4.1. 시행)된 ‘노동계약법’에서 유기근로계약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13) 총무성 ｢노동력조사(기본집계)｣에 따르면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수는
1985년 437만 명에서 2009년 75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이 1980년대 12%, 1990년대 20%, 2011년 35%로 증가함). 기간제근로자의 전체숫자를 파악하는 조
사는 없지만, 2010년 보고서에서는 1,212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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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첫째, 5년이 초과하는 유기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무기계약 전환 신청권, 2018년부
터 시행), 둘째, 유기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관한 법리를 법정화(갱신거절 법리의 법정화)
하였으며, 셋째, 기간제고용에 대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금지(기간제고용의 차별금지)를
신설한 것이다.

3) 시간제고용

시간제고용에 대하여 일본은 이를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하며, 대부분 여성근로자가 차
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 가운데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의 추이를 보면, 1985년 22.0%에서
2010년 43.0%가 되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7.1%지만(2011년), 파트타임
근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3.5%였다(2010년). 2010년의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취업형태는 정사원 41.9%, 파트타임 근로자
40.5%, 파견근로자 4.0%, 계약사원 4.0%, 촉탁사원 1.2%, 임시 고용자 1.0%, 기타 6.7%이
다. 이렇게 일본의 여성노동에서 파트타임노동의 존재는 크며, 또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은 주로 단시간근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단시간노동법14)이 1993년 제정되었고, 단시간 근로의 정의규정은 우리 법
과 같으나15) 2007년 개정에서 두 개의 단시간 근로자 형태를 규정하였다. 즉 ① 정규직과
동등한 단시간 근로자이다. 즉 ⒜ 정사원과 동등한 직무내용(동일직무) ⒝ 고용기간의 정
함이 없고, ⒞ 직무의 변경 등이 통상 근로자와 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다(인력 운용
과 구조).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교육훈련, 복리후생에서 정사원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이른바 제8조 적용 단시간 근로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② 일반 단
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⑴ 임금에 관해서는 동등한 직무내
용(동일직무)과 직무의 변경 등이 통상 근로자와 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 임금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그 외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균형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⑵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
자와 균형을 고려한다. ⑶ 복리후생에 관해서는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급식시설, 휴게
실, 탈의실 등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
조휴가, 사택 대여 등이 정규직과 동등하여야 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4)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1993.6.18. 법률 제76호).
15) 파트타임노동법 제2조는 단시간 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소에 고용된 통상
의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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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노동법 제8조 위반은 사법상 위법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
업주도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2011년의 파트타임 근로자 종합실태조사에 의하
면,16) 정사원과 동일시해야 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는 사업소는 사업소 전체의 2.5%
이며, 정사원과 동일시해야 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전체의 1.3%에 불과하
다. 그 이유는 정규직과 동일시되는 세 가지의 요건, 특히 ⒞의 인력 운용과 구조 요건을
단시간 근로자에게 엄격하게 판단하여,17) 현재까지 단시간노동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은 없다.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일본 총무성의 ｢2011년도 지방공공단체 정원관리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280만
명의 ‘지방공무원’이 있으며, 그 수가 1995년을 정점으로 20만 명이 감소하였다. 공무원
감축은 행정개혁의 주요한 과제로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총무성은 행정개혁의 지침으로
사무사업의 삭감과 효율화, 아웃소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정․
촌(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 업무가 대다수이고, 이러한
업무는 IT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진행하더라도 인원삭감이 어렵다. 오히려 저출산․고령
화와 지방분권에 따라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주민들의 복지행정의 요구가 다양하여 사람
의 손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안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지자체, 특히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후쿠이현(福井県)의 9
市 1町에서는 2000년 1,006명의 정규 보육사가 있었지만, 2008년에는 734명으로 감소하였
고, 반면 비정규 보육사는 247명에서 70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정규직 직원으로
운영되었던 공립보육소가 현재는 비정규직 직원이 절반이 넘고 있다. 2009년 현재 일본
보육소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51.3%지만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2013. 3. 29. ｢임시․비상근 직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
다.18) 조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19시간 25분 이상,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
상 근무할 것이 확실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2. 4. 1. 현재 비정규직 수는 약
60만 명이고 여성의 비율은 74.2%를 차지하였다. 지난 2008년 조사(497,796명)와 비교하
면 4년 동안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19)
16) パートタイム労働者総合実態調査(http://www.mhlw.go.jp/toukei_hakusho/toukei/).
17) 水町勇一郎(2011), ｢第11章 ‘同一労働同一賃金’ は幻想か？｣(鶴光太郎․樋口美雄․水町勇一郎編
著, 非正規雇用改革, 日本評論社), p.273.
18)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sei11_02000031.html(臨時․非常勤職員に関する調査
結果について).
19) 2008년 조사에서는 임시․비상근 직원이 2005년 조사에 비해 43,000여 명 증가하여 지방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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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원은 1주 근무시간이 30시간에서 38시간 정도이고, 임시적 임
용직원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에 10~100엔 정도 추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생계를 책
임지는 경우에도 연수입이 200만 엔 이하로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0) 증
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들의 열악한 고용구조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
체가 앞장서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여 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이른바 관(官)이 만
든 워킹 푸어).21)
1) 공공서비스기본법 제정

일본의 공공서비스기본법(2009년 법률 제40호)22)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
스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의 역할분담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의 정비에 노력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고이즈미(小泉) 정권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민간에 맡기자’는 기본방침에 따라 구조개혁이 진행되었다. 재정 건
전성 유지와 비용절감을 중시한 결과 일본에서는 빈곤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피폐 등 양
극화의 확대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었으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책임
분담이 모호해지고, 또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악화 등이 법제
정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온
공공서비스가 민간에게 위탁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공서비
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
하되어 최종적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령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제공 주체 등을 정하는 기본법으로 공공서비스기
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정의한23) 다음,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17%에 이른다고 분석하였다.
20) 일본의 최저생계비는 연령, 주거형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인 독신인 경우 평균적으로 72,433엔
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세대원이 3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170,180엔(도쿄의 경우)이다.
21) 官製ワーキングプア研究会編(2010), なくそう！官製ワーキングプア, 日本評論社.
22) 公共サービス基本法(2009. 5. 20. 法律第40号).
23) 제2조 이 법에서 “공공서비스”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서 국민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30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
행정법인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제11조를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공단체(지방독립행정법
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
다)을 포함한다. 제11조를 제외, 이하 같다)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람에 대해 수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의 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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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사자의 책무, 국민의 의견반영 등 모두 1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의 명확화(제8조)이다. 공공서
비스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더라도 그 실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 공공서비스를 실
행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다음 공공서
비스의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 수요자이자 권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이다(제10조). 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공공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다. 즉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되도록 하
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 및 기타 근로환
경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예컨
대 업무위탁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면,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
하된 근로조건에서는 종사자가 ‘책임을 자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제6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 및 기타 근로환경의 정비’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본법은 국민의 권리로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공공서
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에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정책으로 연결될 것인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2) 법령 등의 정비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비상근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제한을 폐지하였다(지방자치
법 제203조의2 개정). 일반 근로자의 단시간노동법의 취지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하여 ①
균등대우원칙과 ② 정규직 전환 의무의 적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
며, 또한 개정된 노동계약법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규정도 공공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 한다.
개정 노동계약법은 같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전환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근속기간 5년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2013년 1월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근로
2. 전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규제, 감독, 조성, 홍보, 공공시설의
정비 그 밖의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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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약 26%인 1,410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약 1,800만 명)의 약 80%를 차지한
다. 그러나 2007년 우리나라에서 근무기간 2년을 조건으로 하는 기간제법이 발효됐을 때
처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기간 5년이 되기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계
약 규정의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
환할 것을 강제한다면, 공공단체는 공무원의 정원규정 및 예산상의 이유로 5년이 초과하
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이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일본의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조례 정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는 것이나 공공단체에서의 공공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 등 처우개선은 국가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수당의 지급, 기본
급의 호봉제 도입은 조례․규칙, 단체협약 및 노사협정에 따라 적정하게 규정하면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24) 즉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의 개정 없이 조
례․규칙,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비상근직원의 호봉제 도입, 수당지급 및 정년보
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25)에 근거하여 도쿄도(東京都) 등 지방자치단
체는 ‘비상근 직원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공계약조례의 제정이
활발하다. 조례를 통하여 공계약의 노동조항 가운데 특히 임금의 하한액의 수준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2009년 9월 치바현(千葉県) 노다시(野田市)는 앞서 언급한 공공
서비스기본법을 근거로 공계약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市)가 위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의 하한액 기준을 정하는 공공계약 조례이다. 조례 전문에서는
공공계약에 기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
률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언
하고 있다. 노다시 공계약 조례는 수주자의 의무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① 업무 위탁, 공공기관 공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하한액의 기준
을 제시하고 있는 점(제6조), ② 하도급사업자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액
이 위의 최저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원수급자는 그 차액분의 임금을 하수급자와 연대하여
24) 上林陽治(2010), ｢条例による臨時․非常勤職員の処遇の改善｣, 自治総研 제380호, p.79.
25) 東村山市 촉탁직원 퇴직수당지급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사건․東京高裁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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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점(제8조), 또한 ③ 업무위탁에 대하여 임금의 하한액을 직
종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Ⅲ. 맺음말

우리나라의 ‘신빈곤’ 문제와 일본의 ‘빈곤의 재발견’은 빈곤 원인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와 비정규직의 확대에 있다는 점과 여성의 빈곤화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일하다.26)
국제교역이 제한적이고, 국내 생산물의 대부분이 내국인에게 배분되던 경제발전시기
에는 경제성장이 곧 국내 일자리 증가와 빈곤의 축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신자유자주적
이념과 더불어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의 다국적화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내 근로자
에게 분배되지 않고 상당 부분이 대기업 사내에 유보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
착되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안
정된 고용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빈곤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
다. 경제활성화에 따른 고용증가가 자연스럽게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경영계의 막연한 주장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창출되지 않는 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현재의 신빈곤은 국민 대다수가 가난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고립, 격리
되는 양상마저 나타나면서 빈곤층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점차 사라지고 이들을 사회적
낙오자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7)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헤이세이 불황(平成不
況)28)을 타개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어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적
26)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고령자의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정착한 일본에서는 상대적으
로 그 심각성이 덜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장애인의 격리와 차별이라는 개념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으나, 현재
는 노숙인(홈리스), 장기실업자 및 사회보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불안정고용,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심창학(2013),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
국사회복지학 제44호, p.181 이하).
28) 헤이세이 불황은 거품경기 이후 1989년(平成 원년)부터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고, 그로 인한 극심한 장기침체의 불황기를 말한다.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
10年, Lost Decade)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잃어버린 20년(失われた20年, The Lost Two Decades)’이
라는 말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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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을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폐해, 즉
빈곤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비정규직법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동법의 규제완화가
안정된 고용을 파괴하여 왔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반성이 근로자파견법, 단시간노동법,
유기근로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화하
는 경제상황과 인건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결코 노동시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무너진 노동시장에서 빈곤층으로 전락
하는 근로자의 희생이 너무 크고, 가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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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

【판결요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
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
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
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
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1년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할의 출근율을 확보
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한다)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 혹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
우들이 있다. 예컨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
한 경우, 출산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
우, 육아휴직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
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가 달라
진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 이러한 기간들의 처리 문제는 노사간 대립을 초래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한다. 대상판결의 경우에도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방식에 대해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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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연차휴가의 출근율 계산에 아무런 혼란
을 초래하고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로 휴업한 기
간이라든가 육아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법문상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이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학설상, 그리고 실무상 논란이 있어 왔다. 예컨대 그러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에
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할 것이냐, 출근으로 간주할 것이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되 연차휴가 일수를 비례적으로 삭감할 것이냐 등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종래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 및 이에 준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일시 정지되는 기간으로 분류하여 그 기간은 소
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휴가일수의 경우 이러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에서 제외한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삭감된다고 보아 왔다.2)
대상판결도 행정해석의 입장과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는데, 정당한 쟁의기간이나 육
아휴직기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
지 않은 것도 사실이므로 이러한 기간은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그렇게 하여 8할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
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만큼 휴가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다. 대상판결은 연차휴가 및 그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기
간이나 육아휴직기간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경우 그 기간의 처리를 어
떻게 할 것인지 및 연차휴가 기간의 계산에 관해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초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에서는,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휴게, 휴일, 휴가로 대별되는 휴식 제도 중에서, 특별히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일
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2008. 12. 1.
부터 2009. 11. 30.까지(이하 ‘이 사건 산정기간’이라 한다)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이른바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이하 ‘실질 소정근로일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
지되, 위 8할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일수에 부
여율(%)[= (정상 소정근로일수 - 제외 소정근로일수) / 정상 소정근로일수 × 100, 제외 소정근로일: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한 다음, 위 휴가일수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연차휴가보상금 산
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2002.1.29. 근기 68207-402; 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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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3)고 설시해 왔다. 즉 휴가는 휴게나 휴일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취지의 휴식제도이며, 휴가의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휴가만 제대로
보장되어도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쟁의행위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
율을 산정하되,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정근로일수에
서 제외된 날 수만큼 휴가일수를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취
지나 본질에 대해 대법원이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과 어딘가 조화롭지 못한 장
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이 연차휴가의 요건으로 출근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최소 휴식’을 의미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근로보상적’ 의미를 가지는 출근율을 요구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다.4) 그래
서 국제기준에서는 ‘보편적인 최소 휴식’으로서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출근율을
휴가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예컨대 ILO 협약 제132호(Holidays with Pay Convention,
1970)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해 3노동주를 하회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할 것(동 협약 제3조
제3항)과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4조 제1항).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그 전신인 유럽공동체
(EC)에서 “근로시간편성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93/104/EC of 23 November
1993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을 채택한 바 있고, 이
지침에서는 근속기간 1년에 최소한 4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지침
제7조 제1항), 최저 연차휴가 기간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으로 대
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 제7조 제2항).5) 한편 우리 근로기준법이 연차휴가
의 요건으로서 출근율을 두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
준법상 연차휴가라는 명칭은 일본 노동기준법의 그것과 동일하고 연차휴가의 요건은 일
3) 대법원 1996.6.11.선고 95누6649 판결; 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41666 판결 등.
4) 출근율을 요건으로 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근주(2013),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방안｣, 최
근 노동법의 현안과 쟁점, 2013년 한국노동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12.14, pp.6~12 참조.
5) Article 7 Annual Leave
1.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every worker is entitled to paid annual
leave of at least four week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entitlement to, and granting of, such
leave laid down by national legislation and/or practice.
2. The minimum period of paid annual leave may not be replaced by an allowance in lieu, except wher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terminated.
이 지침은 이후 2000.6.22. 개정되었는데(Directive 20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2000)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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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기준법의 그것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요건으로서 6개월 이상의 계속 근로 및 전체 근로일 8할 이상의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에서도 연차휴가의 취지나 본질에 대해 ‘근로자의 건
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휴
식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6) 이는 대법원이 연차휴가의 취지나 본질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이 법해석의 문제와 입법정책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연차휴가제도는 반드시 정신적․육체적 휴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고 ‘보편적 최소 휴식’이라는 관점에서 임금을 삭감함이 없이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문화적․사회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그 목적으
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
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연차휴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즉 휴가를 근로에 대
한 보상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장기간의 파업을 하여도 제한 없이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이
러한 문제점은 비단 파업의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전
후 휴가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인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
한 휴업이나 출산전후 휴가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연차휴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더구나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 제8항에서도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기간, 가
족간병을 위해 휴업한 기간까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
리나라에서 문제되는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야 할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
법 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상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이
나 육아휴직기간 등의 처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근로자를 합리적
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우리 근로
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휴가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비례적 삭감을 인정하는 규
정이 없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처럼 이를 인정하는 것은 파업권 등과 같은 기본권 행사
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오히려 우리
법은 노동기본권 행사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즉 휴가일수의 비례적 삭감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 때문에 연차휴가에
6)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2003), 注釈労働基準法 下卷, 有斐閣, p.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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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7) 대상
판결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이는 연차휴가의 명칭
을 ‘근로보상’을 의미하는 ‘연차(年次)’휴가에서 매년 부여되는 휴가라는 의미의 ‘연례(年
例)휴가[연례유급휴가]’로 변경하고 출근율 요건을 삭제하여 국제기준에 맞도록 입법적
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연차(年次)라는 명칭이 표상하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
의 근로 후 다음 연도에’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즉 ‘근로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연차라는 용어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율의 마수에서 태생적으로 벗어
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앞에서 언급된 ILO 협약의 'Holidays with Pay'라든가
EU 지침의 ‘Annual Leave’라는 명칭의 경우, 그 어디에서도 ‘근로보상’ 내지 ‘출근율’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연차휴가의 발생요건과 관련해서도 ILO, EU 등의 국제기준
은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기간만을 요구하고 있고 일정한 출근율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휴가일수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보편적 최소 휴식’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법이 ‘연차(年次)’휴가라는 명칭하에 ‘출근율’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상호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는 출근율의 마수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휴가에 관한 입법을 개선할 때가 되
었다. 우리 입법이 출근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연차휴가의
명칭과 요건을 개정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의 본질과 취지에 대한 대법원의 언급은 립
서비스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노호창(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선임연구원)

7) 서울중앙지법 2006.9.28.선고 2006나6583 판결; 임종률(2012), 노동법 제10판, 박영사, p.43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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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60247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
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
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
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
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
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
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03. 10. 20.부터 2010. 8. 15.까지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
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
상판결은 이러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된 사안이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위 사업장이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에 있으며,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 적용된 시점은 2010. 12. 1.부터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어야 한다.
제1심과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2노10 판결)은 피고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보면, 원심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상시 근로자’
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개념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한 것이다. 근
로기준법은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
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2010. 8. 15.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여 보면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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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제1심과 원심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며, 대법원은 제1심․원심과 달리 판단하였다. 즉 대
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첫째 논거는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성이다. 즉 퇴직
급여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
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급여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과
달리 2010. 12. 1.부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의2
의 규정은8) 퇴직급여보장법이9) 시행된 이후에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퇴직급여보
장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문에 의하더라도 이
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지 퇴직급여보장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퇴직 전 1개월을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요구
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타당한 결론이
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1개월 동안)
을 준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판결요지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
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대상
판결이 처음은 아니며, 대상판결 역시 종전 판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을 좇아 판단한 것이다. 위 2008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신설
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그 법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2008년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폐업일에 퇴사하였으며 폐업일 직전 3〜4개월 정도는 근로자가 4명이었
으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약 4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시 5명 이상이었던 사건이
다. 회사가 부도․도산 및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조
업을 계속하던 가운데 어느 날 일시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 및 조업 중단을 반복하
8) 2008. 6. 25. 신설되어 2008. 7. 1.부터 시행.
9)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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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에 폐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폐업 직전에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
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만을 산정기간
으로 삼는다면 퇴사시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폐
업할 때까지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우연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대법원 판결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퇴직급여보장법이 2010. 12. 1.부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
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상시 사용하
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도입된 이후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
차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보장법의 확대적용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
면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2010. 12. 1.~2012. 12. 31. 사용자 부
담금 수준 : 100분의 50, 2013. 1. 1. 이후의 기간부터 법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하였다. 이
때문에 5명 이내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위 시기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제외
기간, 사용자의 반액부담 적용기간, 전면적용기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를 산정하여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점에서 이차적 의의가 있다.

강선희(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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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피압류적격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판결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
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
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
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
여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
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
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되는바(민사집행법
제223조), 금전채권이 압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고,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③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
류적격이 부정된다. 개별 법률이 특정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
면서 압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종래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해석상 논란은 주로 ① 퇴직연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②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퇴직
연금 수급권의 양도는 제한하면서 압류금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상판결은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
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퇴
직연금 수급권은 피압류적격이 없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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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①의 쟁점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90. 1. 13.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개정
된 것) 제579조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과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의 직
무상 수입의 2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제3호)과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제4호)을 별도의 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
1. 13. 개정 민사소송법은 공무원 등의 직무상 수입과 근로자의 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제
579조 제4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
해 보면 1990. 1. 13. 개정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퇴직연금’을
명시한 것은 종래 공무원, 교원 등의 직무상의 수입과 근로자의 보수를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과정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
정하기 위하여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
라고 생각한다. 한편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도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원연
금법 등 다수의 법률은 당해 법률상의 퇴직연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10)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퇴직연금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
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종래 개별법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던 퇴직연금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압류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퇴직연금의 압류를 금지
하는 개별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하는 구 민사소송법(내지 현행 민사집
행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중에서 개별법에
압류금지나 양도금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들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
4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위 ②의 쟁점, 즉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를 제한하면서 압
류금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동법 제정 전의 근로기준법상 퇴직연금보험
등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퇴직급여법 제정 전 근로기준
법 제34조 제4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
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
고,11) 당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 제4호는 퇴직연금보험은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
10) 공무원연금법은 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되던 당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담
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8본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도 1973. 12. 20. 법률
제2650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40조 제1항 본문).
11)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96. 12. 3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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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근로
기준법시행령 제11조 제4호는 퇴직보험의 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퇴직보험의 보험약관이나 규약 등에 양도금지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며, 따라서 퇴직보험에 의한 연금 등의 양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고 이는 ‘당사자
의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불과하여 피압류적격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2005년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서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면서도
압류금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는 허용한
다’는 특별한 입법적 고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보험에 관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 제4호의 태도를 따라 입법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퇴직연
금보험에 관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 제4호는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감독규정의 성격
을 갖는 것이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강행법규는 아니었으나, 퇴직
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당사자를 직접 규율하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갖게 되었
고, 이로 인하여 피압류적격까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
에 현행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의 성격을 강행법규라고 보는 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의 피압류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
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
한다. 특히 대상판결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와 관련한 그동안의 해석상
혼란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점(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에 비추어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에도 체납처분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 등은 여전
히 문제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국적으로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의 압류나 체
납처분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
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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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증명방법과 스마트폰 앱의 활용
- 서울중앙지법 2014. 1. 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

【판결요지】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장치 또는 제도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기록한 것도 진정한 출퇴근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
에 있는 직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
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
야 한다.

피고는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홈플러스이며, 원고들은 피고에서 CM(Category Manager)
또는 SM(Section Manager)으로 근무하는 영업․판매사원 2명이며, 피고로부터 3년간 지
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 포함) 약 760만 원과 560만 원 상당을 각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여도 회사가 사전에 승인하여 결재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는 한 달에 2, 3일 정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와 야
간근로를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12년 10월
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을 스마트폰 앱으로 기록하였다. 즉, 회사
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는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IT 노조’가 연장근로시간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야근시계’라는 명칭의 ‘앱’(app)을 사용하였고, 이 경우 출퇴근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앱을 누르면 그 내역(출근시간, 퇴근시간, 위치정보 등)이 이메일로
전송되어 기록으로 남겨져서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며 5개월간
측정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3년간의 수당을 청구하였다.12)
그러나 피고는 “연장근로의 신청과 승인에 관해 사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 전 직원들
에게 알렸으며, 연장근무 실시 후 3일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을 정산해 주었기에 미지
급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장근로를 기록한
것은 피고가 정하여 사용되는 절차와 방식이 아니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오류가 존재
하거나 출퇴근 기록이 통제되고 감독되지 아니한 채 측정 대상자가 임의로 조작하는 제
도나 장치는 그 측정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한 5개월분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산하였으나, 이는 어떠
12) 매일노동뉴스 2014. 2. 5.자에 게재된 판례리뷰(강문대, 스마트폰 앱의 반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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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리적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막연한 추론에 불과하다”라며 원
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이메일과 증언 등을 통해 “피고는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일을 마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
에게 주지시키며,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정기창고정리, 전단지
행사, 외부인사방문과 같은 이벤트행사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 사실상 필요하며, 연장근로
가 있어도 근로자 중에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발생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1은 2012. 10. 1.부터 2013. 2. 28.까지, 원고2는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각 5개월간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피고가 원고1에게 약
130만 원, 원고2에게 약 9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들이 통상적인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조기출근한 시간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퇴
근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진 경우에도 퇴근준비를 위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
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출근시간이 평소와 달라진 2013. 2. 3.부터 2013.
2. 10.까지는 구정 명절로 피고가 요구하여 출근이 빨라진 것이므로 출근시간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고들이 5개월간의 출퇴근 시간을 스마트폰 앱으로 기록하여 청구
한 부분만 인정되었다. 즉 원고들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위 5개월 동안은 원고들이 연장근로신청
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연장근로신청을 한 사실, 연장근로는 점포
에서 필요한 경우가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을 체크
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법과 소송법상 쟁점이 결합되어 있다. 즉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기록한 출퇴근 시간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신청과 승인을 얻도록 방침을 정해 놓은 경우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
였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빨라진 출근시간과 늦어진 퇴근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
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첫째, 법원은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나 제도
가 없다면 근로자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확인한 출퇴근 시간은 객관성이 인정되므로
진정한 출퇴근 시간으로 인정하였다. 둘째,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싫어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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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기록하였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관한 회사의 태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의 형태와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연장근로를 명백하게 거부하거나 승인을 거절
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출근
시간이 빨라진 이유가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퇴근시간이 30
분 정도 늦어져도 퇴근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요구가 없었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조기출근
한 경우 또는 1시간 이상 퇴근시간이 늦어진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는 사안
에 따라 해석문제로 남는다.
근기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하면 지급되는 것이지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
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
용자의 승인을 통해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IT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서 소송분쟁에서의 증명방법도 점차 변화되고 있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기록
한 것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었으며, 회사의 승인절차를 따르지 않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그 경위와 업무상 필요성 등을 통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는 대상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1심판결에 대
해 항소를 하였으므로 2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수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법파업의 반사실적 조건은 합법파업이다
-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

【판결요지】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
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
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법쟁의행위
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
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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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일의 효과를 알고자 할 때, 그런 일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게 된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확인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통제를 통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와 가장 가까운 상태를 가정하게 된다. 그러한 상태를 ‘반사실적 조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위법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그 반사실적 조건은 무엇인가? 파업
이 없는 상태인가? 아니면 파업이 적법한 상태인가? 만약 현재의 판례대로 파업이 없는
상태를 반사실적 조건으로 삼아 손해를 산정한다면 이는 파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과 같
다. 즉 파업이 없는 경우와 파업이 있는 경우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어서 파업의 적법성
혹은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파업 그 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파업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결과이다. 위법한 파업의 반사실적 조건은
파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파업이다.
그 어떤 위법한 파업이라도, 가령 법원의 판단대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노동의 부작위’라고 하는 파업
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부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영역에 속하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손해, 즉 순수하게 노동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손해는 적법한 파업의 경우에 발생할 손해와 같다. 그러므로 위법한 파업의 경우에
배상 책임의 범위는 파업이 적법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벗어난 손해로 한정
된다. 요컨대 적법한 파업과 위법한 파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파업의 권리성 원칙에 부합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불법파업’이란 ‘불법+파업’인데, 파업은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은 불법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불법파업이라는 2층 구조에서, 1층까지는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의 영역이고, 불법은 2층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1층에서
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1층의 손해는 합법파업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손해
와 같고 그것은 헌법상 권리의 행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
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의 영역인 2층으로 한정된다.
법원은 파업이 없는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손해를 산정하고 있는데, 즉 2층에서
불법이 발생하면 1층까지 전부 불법으로 보고 손해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업 그 자
체를 처벌하는 것과 같아서 파업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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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기혼여성(35~39세)의 일자리 변화

○ 2013년 여성 고용률은 48.8%로 전년대비 0.4%p 상승, 여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200천
명 증가하는 등 최근 고용증가세를 이어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
○ 그러나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데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함.
－ 고학력 기혼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 초반 고용률은 2012년에 비해 상
승한 반면, 30대 후반 고용률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13년 여성의 고용이 활발했던 것에 비해 30대 후반 고학력 기혼여성의 고용률
정체는 이들이 육아나 가사의 부담으로 인해 일터를 떠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
로 여성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줌.
－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의 미취업자는 2013년 268천 명으로 이들 연령층 생산가
능인구의 46%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직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들 중 육아나 가사의 부담으로 전직한 미취업자(전직한지 1년 미만)의 비중은
2008년 21.8%에서 2013년 현재 39.9%로 증가함.
－ 한편 40~50대 고학력 기혼여성 연령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여성의 고용증가세를 견인하는 연령층임을 알 수 있음.
[그림 1] 여성․대졸 이상 고학력 기혼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여성 전체>

<고학력 기혼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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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나 가사의 부담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39세 고학력 기혼
여성의 중간일자리의 비중은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상위일자리의
비중은 하락함.1)
－ 여성근로자 전체를 보더라도 중위일자리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위일자
리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30대 후반 고학력 기혼여성의 상위일자리 비중
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 특히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 중 신규취업자의 상위일자리 비중은 2008년에 비
해 하락함.
－ 반면 한 직장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학력 기혼여성(35~39세)의 일자리 10개
중 7개가 상위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이들의 일
자리의 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
○ 한편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50대 초반 연령대의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함.
－ 최근 여성의 고용증가세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50~54
세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에 비해 고용률이 11.6%p나 상승함.
－ 50대 초반 기혼여성 근로자 중 신규취업자의 일자리는 주로 하위일자리에 집중되
어 있음.
<표 1> 여성 임금근로자․고학력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비중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하위일자리

39.6

39.0

38.4

37.1

37.3

37.0

중위일자리

41.3

41.6

42.6

44.4

45.1

45.5

상위일자리

19.1

19.4

18.9

18.4

17.6

17.5

하위일자리

7.2

8.2

7.6

6.2

6.2

5.8

중위일자리

36.4

37.8

41.8

44.2

44.1

45.1

상위일자리

56.4

54.0

50.7

49.6

49.7

49.1

고학력

하위일자리

18.9

20.5

19.8

16.0

18.9

14.9

기혼여성

중위일자리

37.5

40.4

46.8

46.9

46.5

49.0

신규취업자

상위일자리

43.6

39.1

33.4

37.1

34.6

36.1

여성 전체

고학력
기혼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본고에서는 중간일자리를 산업⋅직종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
금수준의 중위값을 일자리의 질로 판단함. 산업⋅직종셀별 임금을 서열화한 다음, 기준연도 근로자
수의 25~75%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중간일자리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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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5～39세 고학력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비중
(단위 : %)
2008

기혼

신규취업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009

2010

2011

2012

2013

하위일자리

6.4

7.7

6.5

4.2

4.6

4.7

중위일자리

34.3

42.4

45.4

42.8

40.7

41.8

상위일자리

59.2

49.9

48.1

53.0

54.8

53.5

하위일자리

14.7

21.0

16.3

8.0

17.1

14.2

중위일자리

39.0

41.4

44.9

51.4

44.2

51.6

상위일자리

46.3

37.6

38.8

40.7

38.7

34.2

하위일자리

0.2

0.1

0.3

1.4

0.1

0.0

중위일자리

27.9

29.5

32.8

32.3

28.6

26.6

상위일자리

71.9

70.5

66.9

66.3

71.3

7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50~5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비중
(단위 : %)

50～54세
여성근로자 전체

신규취업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하위일자리

65.1

60.3

60.8

61.4

56.6

53.7

중위일자리

28.4

32.2

31.7

32.0

35.6

36.6

상위일자리

6.5

7.5

7.4

6.6

7.8

9.6

하위일자리

79.4

74.1

74.3

72.9

69.6

73.0

중위일자리

18.4

23.9

23.3

23.3

27.2

24.1

상위일자리

2.2

2.1

2.4

3.8

3.2

2.9

하위일자리

7.4

7.3

8.9

12.0

8.6

6.7

중위일자리

42.0

31.8

29.8

34.7

31.4

33.2

상위일자리

50.6

60.8

61.3

53.4

59.9

6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타깃으로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는 경력단절된 35~39세 고
학력 기혼여성을 노동시장 안으로 유인해야 함.
－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경력단절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
사,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양질의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더
불어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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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고용 동향
◈ 2013년 12월 생산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2%, 전월
대비 0.1% 증가
○ 2013년 12월 생산은 공공행정,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
하였으나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서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24.9%), 기타운송장
비(-12.4%), 석유정제(-5.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6.8%), 기계장비(9.5%), 반도체 및 부품(4.0%)
등에서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2.7%(전월대비 3.5%
증가)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2.1%), 금융․보험(-1.2%),
숙박․음식점(-0.5%)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
사회복지(9.2%), 협회․수리․개인 기타서비스(9.5%)
등에서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1.1%(전월대비 0.7%
감소) 증가함.
○ 2013년 12월 소비와 투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0.2%, 2.9%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4.2%)는 감소하였으나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
구재(2.6%)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2%(전월대
비 1.3% 감소) 증가함.
－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
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자동차 등이 늘어 전년동월
대비 10.4%(전월대비 5.2% 증가)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1%(전월대비 7.4% 감소)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경상)는 도로․교량, 철도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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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장, 관공서, 토지조성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8% 증가함.
○ 2013년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
월대비 0.5p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은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
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0.5p 상승함.
○ 2013년 생산, 소비는 각각 전년대비 1.3% 0.7% 증가한 반면 투자는 5.0% 감소
－ 2013년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늘어 전
년대비 1.3% 증가함.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였으
나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년대비 0.1% 감소함. 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 협회․수리․개인, 출판․영상․방
송통신 등에서 늘어 전년대비 1.3% 증가함.
－ 2014년 소비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가전제품 등 내
구재 판매가 늘어 전년대비 0.7%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
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5.0% 감
소함.

◈ 201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생활물가지수 0.6% 상승)
○ 201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50(2010년=10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지난달(1.1%)에 비해 변동 없음.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8%), 교통(-0.1%), 통신(-0.2%) 부문은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2%), 주택․
수도․전기 및 연료(3.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7%), 음식 및 숙박(1.5%), 오
락 및 문화(0.9%)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함.
－ 2014년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7.61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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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1

2013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0.4

-1.7 -0.7

0.0

1.8 -0.1 2.6( 3.4)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0.5

-1.8 -0.8

0.0

1.7 -0.2 2.7( 3.5)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1.5

-2.3 -1.0 -0.2

1.9 -0.4 2.37( 3.2)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3.1

-2.8 -1.2 -0.4

2.7 -0.5 3.3( 2.9)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0.7

-1.7 -0.6

0.1

0.9 -0.4 1.1( 3.6)

1.7

1.6

1.3

1.7

0.7

0.8

1.7

0.7

2.0

1.3 1.1(-0.7)

1.8

2.0

0.2

1.1

0.7

1.0

0.7 0.2(-1.3)

내수
수출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4.8

4.2

4.0

3.0

2.4

1.6

1.7

물가

4.8

4.0

2/4

3/4

12월p

2/4

출하

1/4

4/4p 연간p

1/4
광공업 생산

생산

p

2012

-1.1 -6.3 -15.4 -10.0 -4.7 11.9 -5.0 10.4( 5.2)
2.2

1.4

1.6

1.2

1.4

1.1

1.3

1.1( 0.5)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1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1), 201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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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확대
○ 2014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6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9천 명(3.0%)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049천 명으로 383천 명(2.6%)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1
천 명으로 366천 명(3.6%) 증가하였음.

주요 노동동향_103

주요 노동동향

○ 2014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72.7%)은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여성(49.0%)은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함 (그림 4 좌측 참조).
○ 2014년 1월 중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2%, 여성의 고용률은 47.3%로 둘 다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4년 1월 중 취업자는 24,75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5천 명(2.9%)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1천 명(2.7%) 증가하
였고, 여성 취업자는 10,2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4천 명(3.3%)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 2014년 1월 중 실업자는 8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5.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5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0.5%) 증가, 여성 실업자는 361
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12.9%)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여성은 3.4%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경제활동인구
참

가

2013

4/4분기

1/4분기

25,526
( 1.3)

25,091
( 0.9)

1월
24,901
(1.3)

20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26,138
( 1.1)

26,187
( 1.7)

26,078
( 2.2)

1/4분기
12월

1월

25,736
( 2.4)

25,650
( 3.0)

율

61.1

59.9

59.5

62.2

62.1

61.7

60.9

60.6

24,184
( 1.1)

24,054
( 1.4)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4,962
( 2.3)

24,759
( 2.9)

취

업

자

24,804
( 1.4)

고

용

률

59.4

57.7

57.4

60.2

60.3

60.0

59.1

58.5

실

업

자

722

907

847

812

777

733

774

891

실

업

률

2.8

3.6

3.4

3.1

3.0

2.8

3.0

3.5

비경제활동인구

16,258
( 1.5)

16,831
( 2.0)

16,975
( 1.4)

15,911
( 1.5)

15,982
( 0.5)

16,167
(-0.6)

16,537
(-1.0)

16,654
(-1.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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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6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2천 명(-1.9%) 감
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6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8천 명(-2.9%)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1,0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1.4%)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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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6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8.4%) 감소하였으며, 정규교육기관 재
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96천
명으로 72천 명(-1.7%) 감소함.

◈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전반적 취업자 증가
○ 2014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246천 명, 4.4%), 농림어업(47천 명, 4.5%),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232천 명,
2.7%),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71천 명, 2.4%), 제조업(90천 명, 2.2%) 등 산업 전반
에 걸쳐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804
( 1.4)

24,184
( 1.1)

농림어업

1,518
(-0.2)

제조업

20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24,054
( 1.4)

25,326
( 1.3)

25,410
( 1.7)

1,167
(-0.7)

1,040
(-1.4)

1,686
(-1.6)

4,196
( 3.5)

4,156
( 3.0)

4,189
( 3.9)

건설업

1,792
(-2.2)

1,656
(-3.7)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603
( 1.1)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전산업

1월

1/4분기
12월

1월

25,346
( 2.2)

24,962
( 2.3)

24,759
( 2.9)

1,724
( 1.1)

1,504
(-1.0)

1,167
(-2.3)

1,086
( 4.5)

4,182
( 3.0)

4,152
( 0.6)

4,245
( 1.2)

4,264
( 2.0)

4,280
( 2.2)

1,671
(-2.8)

1,801
(-0.4)

1,775
( 0.2)

1,783
(-0.5)

1,755
( 0.3)

1,688
( 1.1)

5,534
(-0.7)

5,610
(-0.1)

5,585
(-0.2)

5,652
( 0.7)

5,751
( 2.6)

5,799
( 3.6)

5,855
( 4.4)

8,682
( 2.3)

8,656
( 3.1)

8,534
( 2.9)

8,974
( 1.7)

8,990
( 2.5)

8,994
( 3.6)

8,894
( 2.7)

8,766
( 2.7)

2,998
(-0.4)

2,999
(-0.4)

2,996
(-0.3)

3,082
( 3.1)

3,102
( 3.8)

3,054
( 1.9)

3,067
( 2.2)

3,067
( 2.4)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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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폭 확대
○ 2014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
비 30천 명(0.5%)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2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5천 명
(3.8%)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952천 명으로 660천 명(5.8%) 증가한 반면, 임시근
로자는 4,757천 명으로 35천 명(-0.7%)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548천 명으로 50
천 명(3.4%)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7 좌측 참조).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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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7천 명(5.9%),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5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2천 명(2.4%)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13

4/4분기

1/4분기

3/4분기

24,804
( 1.4)

24,184
( 1.1)

24,054
( 1.4)

25,326
( 1.3)

25,410
( 1.7)

비임금근로자

6,917
( 0.6)

6,578
(-1.1)

6,473
(-1.1)

7,006
(-2.1)

자영업주

5,672
( 0.6)

5,520
(-0.5)

5,452
(-0.4)

무급가족종사자

1,245
( 0.5)

1,059
(-3.9)

17,887
( 1.7)

상용근로자

4/4분기

12월

1월

25,346
( 2.2)

24,962
( 2.3)

24,759
( 2.9)

7,049
(-1.5)

6,854
(-0.9)

6,548
(-1.4)

6,503
( 0.5)

5,726
(-1.8)

5,740
(-1.4)

5,618
(-0.9)

5,474
(-1.1)

5,460
( 0.1)

1,021
(-5.0)

1,280
(-3.4)

1,309
(-1.6)

1,236
(-0.8)

1,074
(-3.0)

1,043
( 2.1)

17,606
( 1.9)

17,581
( 2.3)

18,320
( 2.6)

18,361
( 2.9)

18,492
( 3.4)

18,414
( 3.7)

18,256
( 3.8)

11,288
( 4.3)

11,379
( 5.1)

11,292
( 4.9)

11,697
( 5.8)

11,848
( 5.6)

11,925
( 5.6)

11,938
( 5.8)

11,952
( 5.8)

임시근로자

4,933
(-2.2)

4,762
(-3.1)

4,791
(-1.6)

4,945
(-3.3)

4,928
(-1.3)

4,935
( 0.0)

4,871
(-0.1)

4,757
(-0.7)

일용근로자

1,666
(-3.3)

1,465
(-4.8)

1,498
(-3.1)

1,678
( 0.2)

1,585
(-2.6)

1,631
(-2.1)

1,605
(-0.1)

1,548
( 3.4)

36시간 미만

3,219
( 0.0)

5,563
(67.9)

3,371
( 3.4)

4,821
(46.8)

5,083
( 7.6)

3,395
( 5.5)

3,515
( 5.7)

3,568
( 5.9)

36시간 이상

21,271
( 1.6)

18,099
(-9.9)

20,035
( 1.5)

20217
(-5.6)

19,810
( 0.2)

21,636
( 1.7)

21,112
( 1.8)

20,517
( 2.4)

전체

임금근로자

1월

2/4분기

2014
1/4분기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 대졸 이상 실업률 하락
○ 2014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 50대 연령대에서 감소함.
－ 2014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30대(2.6%, -0.7%p), 50대(2.0%, -0.2%p)에서
하락하였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3.8%)와 고졸(4.2%)에서는 각각
0.5%p씩 상승한 반면, 대졸 이상(2.7%, -0.5%p)에서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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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12

2013

4/4분기

1/4분기

722
( 2.8)

907
( 3.6)

15～29세

284
( 7.0)

30～39세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847
( 3.4)

812
( 3.1)

777
( 3.0)

733
( 2.8)

774
( 3.0)

891
( 3.5)

343
( 8.4)

311
( 7.5)

325
( 7.9)

328
( 7.9)

328
( 7.9)

355
( 8.5)

372
( 8.7)

162
( 2.7)

195
( 3.3)

193
( 3.3)

180
( 3.0)

170
( 2.9)

155
( 2.6)

158
( 2.7)

150
( 2.6)

40～49세

122
( 1.8)

143
( 2.1)

131
( 2.0)

146
( 2.1)

131
( 1.9)

114
( 1.7)

119
( 1.8)

133
( 2.0)

50～59세

102
( 1.8)

127
( 2.3)

119
( 2.2)

106
( 1.8)

106
( 1.8)

88
( 1.5)

87
( 1.5)

113
( 2.0)

60세 이상

52
( 1.6)

99
( 3.4)

93
( 3.3)

56
( 1.6)

42
( 1.2)

48
( 1.4)

54
( 1.7)

122
( 4.0)

중졸 이하

98
( 2.0)

148
( 3.3)

148
( 3.3)

101
( 2.0)

86
( 1.8)

84
( 1.8)

104
( 2.4)

164
( 3.8)

고졸

321
( 3.2)

367
( 3.7)

369
( 3.7)

341
( 3.3)

345
( 3.4)

335
( 3.3)

366
( 3.6)

431
( 4.2)

대졸 이상

303
( 2.9)

392
( 3.7)

331
( 3.2)

370
( 3.4)

346
( 3.1)

313
( 2.8)

304
( 2.8)

297
( 2.7)

취업무경험 실업자

39

61

49

48

54

49

57

76

취업유경험 실업자

683

845

798

764

723

684

717

815

전체

1월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 2014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891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15천
명으로 17천 명 증가하였음.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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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3년 1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2013년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3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733천 원) 3.6% 상승함.
－ 2013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한 3,00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해
2,560천 원을 기록하였고,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여 182천
원 증가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여 261천 원을 기록함.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3

2010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011

2012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2,816
( 6.8)

2,844
( 1.0)

2,995
( 5.3)

2,951
( 5.5)

2,733
( 4.4)

3,070
( 4.0)

2,831
( 3.6)

임금총액

3,047
( 6.4)

3,019
(-0.9)

3,178
( 5.3)

3,128
( 5.4)

2,900
( 4.5)

3,252
( 4.0)

3,003
( 3.6)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470
( 5.5)

2,458
( 5.5)

2,471
( 5.0)

2,566
( 4.4)

2,560
( 3.6)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81
( 1.0)

181
( 1.0)

181
( 1.4)

183
( 1.4)

182
( 0.4)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527
( 5.8)

490
( 6.6)

248
( 2.2)

502
( 2.5)

261
( 5.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293
( 6.4)

1,284
( 6.5)

1,302
( 2.6)

1,375
( 7.1)

1,314
( 0.9)

소비자물가지수

100.0
( 2.9)

104.0
( 4.0)

106.3
( 2.2)

106.2
( 2.3)

106.5
( 1.6)

107.5
( 1.2)

107.8
( 1.2)

실질임금증가율

3.8

-2.9

3.1

3.2

2.7

2.8

2.3

상용
근로자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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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한 1,31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은 3,070천 원으로 전년동평균(2,951천 원)대비 4.0%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1～11월 평균 대비 4.0% 상승한 3,252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1～11월 평균 대비 4.4%, 초과급여는 1.4%,
특별급여는 2.5%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2년 1～11월 평균 대비 7.1% 상승한 1,375천 원의 임금총액
을 기록함.
○ 2013년 11월 실질임금은 2.3% 상승함.
－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3% 상승함
(그림 8 참조).
－ 2013년 1～11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1～11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2.8%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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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
○ 2013년 11월 기준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
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6.8%),
제조업(6.1%), 건설업(6.1%), 사업서비스업(5.8%)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이
외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함.
－ 반면,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0%)은 감소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3

2011

전산업

2012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2,844 ( 1.0)

2,995 ( 5.3)

2,951 ( 5.5)

2,733 ( 4.4)

3,070 ( 4.0)

2,831 ( 3.6)

광업

3,309 (10.3)

3,470 ( 4.9)

3,491 ( 6.6)

3,434 ( 6.5)

3,567 ( 2.2)

3,441 ( 0.2)

제조업

3,034 ( 1.6)

3,221 ( 6.1)

3,157 ( 6.3)

2,801 ( 4.7)

3,311 ( 4.9)

2,971 ( 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82 ( 0.5)

5,388 (-1.7) 5,102 ( 0.0)

4,243 (-0.3) 5,231 ( 2.5)

4,382 ( 3.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 ( 1.9)

2,654 ( 6.7)

2,606 ( 6.4)

2,562 ( 5.2)

2,707 ( 3.9)

2,637 ( 2.9)

건설업

2,181 (12.2)

2,273 ( 4.2)

2,257 ( 4.0)

2,181 ( 5.5)

2,403 ( 6.4)

2,314 ( 6.1)

도매 및 소매업

2,942 ( 6.3)

3,122 ( 6.1)

3,064 ( 6.8)

2,881 ( 7.6)

3,115 ( 1.7)

2,889 ( 0.3)

운수업

2,393 ( 0.5)

2,589 ( 8.2)

2,559 ( 8.1)

2,502 ( 9.1)

2,699 ( 5.5)

2,518 ( 0.7)

숙박 및 음식점업

1,653 (13.0)

1,738 ( 5.2)

1,728 ( 5.3)

1,648 ( 1.5)

1,761 ( 1.9)

1,760 ( 6.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 9.1)

3,851 ( 4.3)

3,823 ( 4.1)

3,809 ( 0.9)

3,913 ( 2.4)

3,711 (-2.6)

금융 및 보험업

4,771 ( 1.9)

4,988 ( 4.6)

4,922 ( 4.6)

4,486 ( 3.2)

4,997 ( 1.5)

4,549 (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 ( 2.6)

2,194 ( 8.8)

2,167 ( 8.6)

2,071 ( 5.3)

2,244 ( 3.6)

2,188 ( 5.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 (-2.2) 4,112 ( 6.3)

4,012 ( 5.7)

3,669 ( 2.6)

4,153 ( 3.5)

3,797 ( 3.5)

사업서비스업

1,700 (-8.0) 1,789 ( 5.3)

1,773 ( 5.5)

1,760 ( 5.5)

1,871 ( 5.5)

1,862 ( 5.8)

교육서비스업

2,985 (-5.4) 3,123 ( 4.6)

3,125 ( 4.7)

2,874 ( 3.7)

3,276 ( 4.8)

2,951 ( 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 (-4.0) 2,608 ( 4.7)

2,590 ( 5.4)

2,535 ( 2.4)

2,651 ( 2.3)

2,478 (-2.2)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0 ( 1.1)

2,211 ( 3.8)

2,161 ( 4.4)

2,054 ( 3.9)

2,287 ( 5.8)

2,123 ( 3.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85 ( 3.9)

2,228 ( 2.0)

2,206 ( 1.7)

2,106 ( 1.5)

2,203 (-0.1) 2,064 (-2.0)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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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1월 평균 기준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1～11월 평균 기준 임금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건설업(6.4%)이며,
여가관련 서비스업(5.8%), 운수업(5.5%), 사업서비스업(5.5%), 교육서비스업(4.8%),
제조업(4.9%) 등에서도 임금상승이 두드러짐.

◈ 2013년 11월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
○ 2013년 11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2013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76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3.7%) 증가의 영향임.
－ 반면,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0.7%), 특별급여(-2.0%)는 감소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3
2011

전 규모
(5인 이상)

5～299인

300인 이상

2012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상용임금총액

3,019 ( -0.9)

3,178 ( 5.3)

3,128 ( 5.4)

2,900 ( 4.5)

3,252 ( 4.0)

3,003 ( 3.6)

정액급여

2,341 ( 4.8)

2,470 ( 5.5)

2,458 ( 5.5)

2,471 ( 5.0)

2,566 ( 4.4)

2,560 ( 3.6)

초과급여

179 ( -8.4)

181 ( 1.0)

181 ( 1.0)

181 ( 1.4)

183 ( 1.4)

182 ( 0.4)

특별급여

498 (-19.3)

527 ( 5.8)

490 ( 6.6)

248 ( 2.2)

502 ( 2.5)

261 ( 5.2)

비상용임금총액

1,215( 15.1)

1,293 ( 6.4)

1,284 ( 6.5)

1,302 ( 2.6)

1,375 ( 7.1)

1,314 ( 0.9)

상용임금총액

2,675 ( -0.9)

2,834 ( 5.9)

2,797 ( 6.0)

2,679 ( 4.8)

2,904 ( 3.8)

2,760 ( 3.0)

정액급여

2,204 ( 5.9)

2,333 ( 5.9)

2,323 ( 5.9)

2,333 ( 5.1)

2,424 ( 4.3)

2,418 ( 3.7)

초과급여

150 (-14.5)

156 ( 3.5)

155 ( 3.3)

155 ( 3.4)

160 ( 3.1)

153 (-0.7)

특별급여

321 (-27.3)

345 ( 7.7)

319 ( 8.0)

192 ( 2.9)

320 ( 0.4)

188 (-2.0)

비상용임금총액

1,216 ( 14.8)

1,301 ( 7.0)

1,292 ( 7.3)

1,317 ( 3.5)

1,389 ( 7.6)

1,324 ( 0.6)

상용임금총액

4,273 ( -0.4)

4,424 ( 3.5)

4,329 ( 3.7)

3,690 ( 4.1)

4,491 ( 3.8)

3,879 ( 5.1)

정액급여

2,842 ( 2.3)

2,965 ( 4.3)

2,945 ( 4.2)

2,962 ( 5.0)

3,074 ( 4.4)

3,068 ( 3.6)

초과급여

286 ( 6.7)

275 (-3.9)

275 (-3.7)

277 (-1.5)

268 (-2.7)

285 ( 2.7)

특별급여

1,146 ( -8.0)

1,185 ( 3.4)

1,109 ( 4.4)

451 ( 2.2)

1,149 ( 3.6)

525 (16.4)

1,208 ( 17.8)

1,209( 0.1)

1,199 (-1.0)

1,160 (-6.6)

1,221( 1.9)

1,209 ( 4.3)

비상용임금총액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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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3,87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3.6%), 초과급여(2.7%), 특별급여(16.4%) 모두 상
승한 영향임.
○ 2013년 1～11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
체 모두에서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2,904천 원)은 3.8%로
이는 정액급여(4.3%), 초과급여(3.1%), 특별급여(0.4%) 모두 상승한 영향임.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4,491천 원, 3.8%)은 정액급
여(4.4%), 특별급여(3.6%)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2.7%)는 하락함.
－ 2013년 1～11월 평균 기준 비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에
서는 7.6%였으나 300인 이상 규모는 1.9% 증가에 그침.

◈ 2014년 1월 협약임금 인상률 8.5%
○ 2014년 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8.5%로 2013년 1월 인상률(1.2%)에 비
해 7.3%p 상승함.
－ 임금결정 진도율은 2014년 1월 0.1%로 예년의 수준과 유사함.
－ 각년도 1월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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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표 9> 각 연도 1월 협약임금 인상률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1

-4.1

3.3

5.8

7.4

5.0

4.4

2.3

2.0

5.2

7.0

0.0

1.8

2.0

3.1

1.2

8.5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3년 11월 근로시간 3.8% 감소
○ 2013년 1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6.9시간(3.8%) 감소함.
－ 2013년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75.4시간)은 전년동월(182.3
시간)에 비해 6.9시간(3.8%) 감소함(표 9 참조).
※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2년 11월 대비 1일 적은 영향이 반영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하였고, 비상
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8.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함.
○ 2013년 1～11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5% 감소함.
－ 2013년 1～11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5시간을 기록
하여 전년동평균(175.1시간)에 비해 2.6시간(-1.5%)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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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7.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6%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2.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6% 증가함.
○ 2013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감소세 지속
－ 2013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1~11월 평균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그림 11 좌 참조)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
히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그림 11 우 참조).
<표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
2013

2011

전체 근로시간

2012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176.3 ( -0.2)

174.3 (-1.1)

175.1 (-0.3)

182.3 (-0.4)

172.5 (-1.5)

175.4 (-3.8)

상용총근로시간

182.1 ( -1.4)

179.9 (-1.2)

180.7 (-0.3)

188.6 (-0.8)

177.8 (-1.6)

181.9 (-3.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 ( 0.1)

167.2 (-0.8)

168.0 ( 0.2)

176.3 (-0.1)

165.4 (-1.5)

169.5 (-3.9)

13.6 (-17.1)

12.8 (-5.9)

12.8 (-5.9)

12.4 (-8.8)

12.4 (-3.1)

12.4 ( 0.0)

122.5 ( 6.2)

122.3 (-0.2)

122.0 (-0.1)

128.2 ( 3.8)

122.7 ( 0.6)

118.1 (-7.9)

상용초과근로시간
비상용근로시간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1] 1~11월 평균 월평균 상용총근로시간(좌)과 비상용총근로시간(우)
(단위 : 시간)

주 :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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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3년 11월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
소함.
－ 2013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건설업(-5.7%), 보건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5.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5.0%), 협회⋅단체 및 기
타개인서비스업(-5.0%)에서 근로시간이 각각 5%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그 외의
산업에서 1~4%가량 감소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83.7시간, 0.2%)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3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1.9시간)이 가장 길었
으며, 교육서비스업(151.5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표 11>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3

2011

2012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176.3(-0.2) 174.3 (-1.1)

175.1 (-0.3)

182.3 (-0.4)

172.5 (-1.5)

175.4 (-3.8)

광업

186.9(-0.6) 185.3 (-0.9)

186.1 ( 0.1)

189.7 (-0.7)

180.3 (-3.1)

188.9 (-0.4)

제조업

190.6(-0.8) 186.4 (-2.2)

187.1 (-1.5)

196.2 (-1.0)

184.6 (-1.3)

190.4 (-3.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1( 0.1) 175.5 (-0.9)

176.0 (-0.2)

186.0 (-0.4)

173.6 (-1.4)

177.7 (-4.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6.2(-3.5) 184.8 (-0.8)

185.4 ( 0.1)

191.7 (-0.2)

182.0 (-1.8)

182.2 (-5.0)

건설업

153.9( 5.3) 152.5 (-0.9)

152.6 (-0.7)

162.4 ( 4.8)

152.9 ( 0.2)

153.1 (-5.7)

도매 및 소매업

175.1(-1.2) 174.5 (-0.3)

175.2 ( 0.5)

184.2 ( 0.5)

173.1 (-1.2)

177.2 (-3.8)

운수업

181.6(-1.6) 181.7 ( 0.1)

182.4 ( 0.9)

186.0 (-1.5)

177.5 (-2.7)

180.0 (-3.2)

숙박 및 음식점업

186.2(13.7) 186.6 ( 0.2)

187.1 ( 0.9)

183.4 (-1.8)

176.8 (-5.5)

183.7 ( 0.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163.9 (-0.4)

165.0 ( 0.7)

174.1 (-0.1)

162.8 (-1.3)

165.5 (-4.9)

금융 및 보험업

163.6(-1.0) 163.4 (-0.1)

164.6 ( 1.1)

172.9 (-0.5)

162.4 (-1.3)

165.9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4.2(-3.1) 193.4 (-0.4)

194.2 ( 0.6)

197.6 (-1.2)

191.5 (-1.4)

191.9 (-2.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2(-0.1) 165.3 (-0.5)

166.5 ( 0.7)

176.0 (-0.3)

163.8 (-1.6)

168.7 (-4.1)

사업서비스업

172.1(-4.4) 173.1 ( 0.6)

174.0 ( 1.8)

179.6 (-1.9)

172.1 (-1.1)

176.2 (-1.9)

교육서비스업

152.9( 2.0) 151.1 (-1.2)

152.4 ( 0.1)

158.0 (-0.9)

150.1 (-1.5)

151.5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174.8 ( 0.7)

175.5 ( 1.7)

181.5 (-0.7)

172.1 (-1.9)

172.3 (-5.1)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1(-1.0) 158.1 ( 0.6)

158.4 ( 1.1)

163.8 ( 1.6)

157.9 (-0.3)

160.9 (-1.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168.9 (-2.7)

169.4 (-2.1)

172.0 (-3.3)

167.5 (-1.1)

163.4 (-5.0)

전산업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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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1월 평균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2013년 1～11월 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6.8시간,
-5.5%), 광업(180.3시간, -3.1%), 운수업(177.5 –2.7%), 제조업(184.6시간, -1.3%) 등임.
－ 반면, 건설업(152.9시간, 0.2%)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3년 11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3년 11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
－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
년동월대비 2.8%,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 100~
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3%, 300인 이상 사
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함(그림 12 참조).
○ 한편 2013년 1～11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1～11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8%,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2시간으로 전년동평
균대비 0.9%,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3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7%,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4% 감소함.
[그림 12]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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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53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조정은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조정사건 통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지형
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 지난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 건수(43건)보다 10건 높은 수
치임.
○ 지난 1월 조정성립률 58.1%
－ 지난 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70.8%)보다 12.7% 낮아진 수치임.
※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 / (조정성립+조정불성립)×100
<표 12> 2013, 2014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2014. 1

53

2013. 1

43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13

1

1

20

58.1

4

1

4

14

70.8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33

18

6

12

13

0

29

17

9

8

7

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4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교섭요구 노
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등이
포함됨.
－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16건)보다 8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0%(2건), 기각․각하․취
하 비율이 80%(8건)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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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3, 2014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처리내역

접수
건수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1

24

10

2

0

0

2

6

0

14

2013. 1

16

7

0

0

1

1

5

0

9

진행중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차별시정사건
○ 지난 1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12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차별시정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을 가리킴.
－ 지난 1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36건)보다 24건 감소함.
<표 14> 2013, 2014년 1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처리내역

접수
건수

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2014. 1

12

2

0

0

1

0

0

0

1

10

2013. 1

36

21

1

4

0

2

8

0

6

15

진행중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민주노총 2.25 국민파업 예고
○ 민주노총,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2.25 국민파업을 위한 총력 조직화
－ 민주노총은 국민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에 나섬.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산별-지역-사업
장 각급 조직 의결단위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별
파업 조직화를 진행
－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산별연맹들,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
본부들도 총파업 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련, 전여농 등 단체와 대학생, 상인 일부도 파업 참가 의
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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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통상임금 관련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 통상임금 관련 대응 및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 한국노총은 중앙 및 산별연맹, 업종 및 지역 단위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통
상임금과 관련한 공동 임단투를 전개할 계획임.
－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진정 고소를 기각하거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
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
○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지침으로 총액 대비 8.1% 인상안 제시 전망
－ 한국노총은 올해 개정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와 물
가상승률을 고려해 임금인상 요구율은 8.1%, 월고정임금 기준으로 25만 1,505원
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한다고 밝힘.
－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17.8%를 제시함. 총액으로는 비정규직의 경우도 정
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액인 월평균 25만 1,505원 인상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힘.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상반기 총파업 예고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38개 중점관리기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에 맞서 상반기 총파업을 예고
－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
상화 계획’ 관련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음. 공대위는 공공노련, 공
공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소속 5개 산별
연맹이 참여하고 있음.
－ 공대위는 정부가 38개 중점관리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등 정상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언론에 따르면, 공대위는 2월 27일, 304개 공공기관 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해 공동
투쟁을 제안할 계획임.
－ 공대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투쟁에도 나설 예정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전면적인
제도혁신 없이는 경영평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함.
○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이면합의 관행 지적
－ 박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지속
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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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
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함.
－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노사가 이면합의를 할 경우
노사 모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에 합의함.
－ 한편 김현미․설훈․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며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
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함.

◈ 기업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불만
○ 경총, 시간제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4곳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기업들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9.3%)
혹은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라고 답함.
－ 시간제 일자리 활용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많은 기업들이 “시간제 채용 계획이
없다”(33.9%), “채용을 검토 중이나 채용 가능성이 낮다”(29.4%)고 답함.
－ 어떤 직무에 시간제를 주로 채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단순노무직(29.1%),
생산․기능(20.6%), 관리․사무(18.6%), 안내․상담(10.9%) 등의 업무를 선택함.
－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존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겠다”(29.6%)는 기
업보다는 “신규로 채용하겠다”(70.4%)는 기업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기업들은 현재 논의 중인 시간선택제 관련 법적 규제사항 가운데 “전일제
수준의 임금지급”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 서울고법은 2월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림
－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회사가
유동성․재무건전성․효율성의 위기가 있었는지 증거가 분명치 않고, 해고를 회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언론에 따르면, 쌍용차 사측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금속노조 측 답변 제출 등의 절
차를 고려할 때, 2개월 후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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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와 야당은 회사 측이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하여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함.

◈ 현대자동차지부, 통상임금 소송 주력
○ 현대자동차지부가 통상임금 반환 소송과 임금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힘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임금 정상
화를 위한 입장과 계획을 밝힘.
－ 언론에 따르면, 지부장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승소할 것”이며, “올해 임금교섭 투쟁을 통해 합
의서를 보완하고 임금 관련 각종 시행세칙 등 사측의 일방적 해석을 바로잡아 상
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언급함.
－ 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동부 지침 폐기투쟁과 법
개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힘.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생활임금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
며 2월 4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
－ 2월 4일에는 전국 34개 센터 75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함. 삼성전자서비
스지회는 지난 1월에도 전국 29개 센터 600여 명이 기습 파업을 벌인 바 있음.
－ 노조에 따르면, 1월 파업 시 부산․경남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인근의 다른 협력업
체 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함.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이
명백한 노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고소한다는 방침임.
－ 지회는 동일업무를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노동자 평균임금의 70% 수준, 헤어
관리비, 신발구입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언론에 따르면, 지회 소속 60여 개 분회 중 협력업체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
경총과 교섭을 진행 중인 분회는 50여 곳임.

◈ 철도노조 116억 원 재산가압류 결정
○ 서울서부지법, 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를 상대로 낸 116억 원 가압류 신청을 승인
－ 철도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월 17일 노조의 부동산(11억 4천만 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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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압류를 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예금․채권(104억 8천만 원)에 대한 가
압류를 결정함.
－ 코레일은 가압류 신청 외에도 파업기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152억 원), 파
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위자료(10억 원) 등을 청구한 바 있음. 코레일은
조만간 대체인력 투입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임.
－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때부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
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조만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집단해고 논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학교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추진 철회를 촉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창의)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용린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무기계약 전환 기피로 고용불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함.
－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월 28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기간제 계약만
료일을 앞두고 재계약과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방침을 밝힘. 서울시교육청은 이
달 말 서울지역 전체 584명의 스포츠강사 중 200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임.
－ 전문상담사의 경우 작년 100여 명이 해고된 바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려고 했
으나 지부의 반발로 중단한 상태임.
－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할학교에 “전환 재배치 3회 이상 거부시
무기계약자도 계약해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함.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원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문화
체육관광부가 인건비 지원예산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했다”
고 전함.

◈ 임신근로자 하루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여부 주목
○ 임신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 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임신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
－ 법사위는 임신 초기와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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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함.
－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 단축 후 근
로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규정하여,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됨.
(송민수,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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