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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은 매우 흔한 공공고용서비스 전달방식이다. 본 호 특집에서 다루는 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호주,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 일종의 다반사
처럼 민간위탁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효율화를 목적으로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진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확산 흐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라는 목표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확대가 추진되기 시작했
고, 이후 민간은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본 호 특집에서는 이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를 다
루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영국, 독일, 덴마크 사례들이
피상적으로는 매우 다른 듯하나, 근본적으로는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
저, 위 3개국에서 이루어진 민간위탁은 “승인된 비용이 지급되거나, 교부금이 주기적으로 갱
신되거나,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들 사이의 공
식화된 경쟁”(이상 Knuth 글 인용)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민
간위탁의 흐름을 민영화(privatization)와 구분되는 시장화(marketization)라는 용어로 정의
내리고 있다. 둘째, 이 같은 경쟁방식의 도입은 국가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위탁기관의 성과
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특히 고용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취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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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를 핵심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으며, 이는 본 호에서 다루는 3개국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자유재량을 효
율적 성과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즉 3개국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취업이 용이
한 사람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돕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무시하는, 소위 크리밍
(creaming)과 파킹(parking) 전략을 빈번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취업이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시장
화 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은 이용자 배제적 메커니즘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이 같은 구조에서 피해자는 결국 공공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 가장 취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는 비슷
한 사람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일선 대인서비스 제공의 혁신이
나 상담사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포용과 혁신의 고용서비스가 아닌 배
제와 관행의 고용서비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 중 하나는 시장화 방식의 민간위탁을
활용하지 않거나 성과측정에 있어 취업성과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것일 것이다. 본 호 특집
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프랑스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의 사례는 이러한 대안적
운영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적인 시장
화를 일정 부분 지양하는, 그리고 취업성과보다는 연간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구조
는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해외의 경험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심층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장화 및 취업성과
중심의 민간위탁이 다른 국가 사례들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다
른 형태의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
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선의 고용서비스 제공자들이 포용적이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추가적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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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호에 게재된 해외 사례들은 고용서비
스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고민을 불러오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유길상(2010),「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노동정책연구』10(1), pp.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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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영국 고용서비스의 시장화
Ian Greer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선임연구위원)

공공관리론에 의하면, 공공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성과를 개선하고 비용
을 줄이면서 혁신, 대응력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고용서비스의 시장
화: 유럽의 일자리 우선 복지국가의 딜레마』(The Marketization of Employment Services:

Dilemmas of Europe’s Work-First Welfare States , 2017)라는 책에서, 필자들은 정부가 여
러 서비스 제공업체들 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때 실업자 대상 서비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설명한다. 3개국의 관리자들, 일선 직원들, 정책 입안자들과 100차례 이상 인터뷰한 내
용을 토대로 현실 사회의 시장규율에 노출되었을 때 고용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와 상충관계를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① 고용서비스의 역사를 살펴보고, ② 2010~2017년 워
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 WP) 실행 당시의 시장구조를 설명하며, ③ 한국의 정책입안
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려 한다. 영국에서는 중앙집권화와 민영화가 결합
되어 대형 영리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집중화된 시장이 창출되었다. 저소득층 지원에 수십 년
간의 경험을 가진 비영리기관과 지자체기관은 이 시장에서 소외되었으며, 일선 직원들이 갖
춘 업무능력은 평가절하되고 있다. 그 결과 취업 준비가 잘된 고객에게만 서비스가 집중되고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시되는 ‘크리밍과 파킹’ 관행이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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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고용서비스 부문의 출현
영국의 이야기는 1997년 신노동당(New Labor)의 집권 직후 도입된 대규모 근로연계복지
(welfare-to-work) 프로그램인 ‘뉴딜정책’과 2000년에 시작된 민영화를 위한 여러 실험들
로 거슬러올라간다. 2007년 이후 중앙통제 및 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변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현재의 시장은 2011년에 시작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한 워크 프로그램
(WP)하에서 형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는 원래의 다양하
고 세분화된 조직들이 주도하던 환경에서 몇 개의 대기업(소위 주계약자, prime contractors)
이 지배하는 서비스로 변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책임부서인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통제 아래 단일시장이 만들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계약자의 일상
적인 통제하에 있었다.

1997년 이전에는 실업자 서비스가 잡센터 플러스 및 그 전신기관들에 의해 자체적으
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들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훈련기업협의회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포함한 여러 프
로그램을 조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기금과 도시 재생을 위한 국가 기금을 사용해 비
영리기관에 지역 프로그램 운영을 위임하기도 하고 자체 고용서비스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
후 10년 동안, 일련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연계 보상, 민간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
비스를 책임지는 포괄적 고용서비스(end-to-end-services) 방식을 테스트했으며, 그 외에
도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 잉글랜드의 지방 대행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
금을 지원한 다양한 방안들을 테스트했다. 투자은행가 데이비드 프로이드(2007)의 권고에
따라 노동당 및 보수당 정부하에서 현재의 구조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었다.
‘뉴딜정책’은 대부분 잡센터들이 자체적으로 실행했으나 일부는 지방정부, 교육기관, 자선단
체 및 영리회사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실행하기도 했
다. 이들은 실업자를 위한 훈련, 상담, 지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취업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조
직한 경험을 갖춘,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기관들이었다. 뉴딜정책으로 인해 구직자(초
반에는 특히 청년 구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갑자기 바뀌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규
모와 정치적 중요성이 증가하긴 했으나 서비스 전달체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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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7년 민영화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에서 여러 실험이 이루어졌다. 고용촉진지
역(Employment Zones) 프로젝트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획기적인 실험이었다. 단기 실업자
들로 인해 고용서비스 시장화가 시작된 덴마크와 달리, 영국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초기 실험
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빈곤한 13개 지역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었
다. 이후에 해당 프로젝트를 대체한 대규모 국가 프로그램들과 비교해 보면, 고용촉진지역은
민간위탁기관, 지방정부, 잡센터 및 기타 지역단체들 간의 로컬 파트너십에 의존한 정도가 훨
씬 컸다고 할 수 있다(Wiggan, 2009: 1033).
민간위탁기관의 성과가 공공기관보다 더 나았는데, 민간부문이 더 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넉넉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잡센터의 상담사들이 파견되어 이들을 지원했
던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Davies, 2008). 정치적으로 민영화를 한층 더 추진하려는 강력
한 의지가 있었다. 실제로 2000년 영국 정부는 정부, 맨파워(Manpower), 언스트앤영 컨설
팅(Ernst & Young Consulting) 간의 합작투자로 영리법인인 워킹 링크스(Working Links)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은 워크 프로그램(WP)에서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새로운 민간업체로 이직하게 되었다. 비영리기관협회(ACEVO)는 정부의 민간위탁이 확대되
면 사업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영화 확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영리 목적
의 기관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고용관계서비스협회(ERSA)와 손을 잡았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정부의 더욱 폭넓은 중앙집권화 움직임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중앙집권화와 민영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2007년 이후 정부는 로컬 잡센터를 배제한
채 계약업무를 노동연금부 본부로 옮겼으며 직접 계약하는 기관의 수를 줄였다. 이러한 변
화는 위탁기관의 수를 줄이고 조달 기능을 전문화하려는 정책이 병행 추진되었기에 가능했
다. 지역에서의 통제는 잉글랜드의 지역 기금관리기관(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학습숙련협의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이 폐지되고 2010년 이후 지자체
에 대한 예산 지원이 30% 삭감되면서 더욱 약화되었다. 2011년에 노동연금부는 부서와 그
운영조직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er Plus) 사이에 존재하던 조직적 분리를 폐지하고 잡센터
플러스를 고용연금부 내부 ‘브랜드’로 강등함으로써 부처 내에서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또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조직과 관련해 프로이드(2007)가 제시한 구체적인 견해들로
인해 시장이 바뀌기도 했다.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가 한창 강력한 자체 입찰제도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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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당시, 프로이드는 주계약자에게 구매를 아웃소싱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정부는 더
큰 규모의 계약 및 성과연계 보상방식을 사용하는 ‘유연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이드의
운영 원칙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이 원칙은 2007년과 2009년의 복지개혁법안에 담겨 있으
며, 이 법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혜택인 고용지원수당(ESA)이 도입되었으며, 질병
수당 수급자를 재평가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편부모를 구직자수당(JSA)
수급자로 변경하여 이들이 다른 구직자들과 동일한 구직활동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0년 5월 연립정부가 집권한 후, 신속히 유연 뉴딜(Flexible New Deal), 근로복귀
(Pathways to Work), 고용촉진지역(Employment Zones)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민간위탁 고
용서비스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다. 그리고 이전 정부가 체결한 230건의 계약을 6,200만 파
운드의 비용으로 사들였다. 워크 프로그램(WP)의 새로운 계약에는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
인 25세 이상 JSA 수급자, 실업기간이 9개월 이상인 18~24세 JSA 수급자, 그 밖에도 대부분
ESA 수급자인 다른 대상집단에 포괄적 고용서비스(end-to-end provision)를 제공하는 내
용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 두 JSA 수급자 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구직활동 의
무와 제재가 수반된다. 행정용어로 이들을 ‘고객(customer)’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프로
그램에 ‘의무적으로 위탁’되어 있다.

2010년 10월 노동연금부는 영국을 18개의 지리적 ‘계약 패키지 지역’으로 나누는 ‘고용 관
련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ERSS)’를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며 11월에 결과를 발표했다. 입찰
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주로 대규모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무 및 관리 역량을 기
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때문에 최대규모인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떨어졌
다. 입찰에 성공한 기관은 워크 프로그램(WP)을 포함하여 추후 노동연금부와 직접 계약을 체
결할 자격이 주어졌다. 노동연금부가 12월에 진행한 입찰은 워크 프로그램(WP)을 40건의
개별 계약으로 나누어 각 ‘계약 패키지 지역’ 전체를 2~3개의 기관을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
하였다. 2011년 2월에 해당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고 6월에 잡센터 플러스(Jobcenter Plus)
는 고객들을 이 프로그램에 위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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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의 시장구조
그 결과 특이한 시장구조가 탄생했다. 덴마크와 독일이 시장을 사용해 국가 통제를 강화하
는 동안 영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대형 민간기관으로 이전하고 있었다. 규제는 경제적 인
센티브를 사용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장기 계약과 집중화된 시장구조 때문에
시장 경쟁은 줄어들었다. 시장은 주계약자(prime contractors)로 이뤄진 안정적 그룹과 그들
의 하도급 계약자(subcontractors)로 이루어진 큰 그룹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주계약자와 하
도급 계약자(다수의 비영리기관 및 지자체 포함) 간의 관계는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공공조
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워크 프로그램(WP)을 위한 입찰에서 평가점수의 절반은 질적 측면(공급망 관리, 최소 서비
스 수준, 서비스 전달모델에 관한 설명 포함)에, 절반은 가격 측면(입찰서류에 명시된 참고가
격표에 근거해 기관이 제시한 할인된 입찰가격)에 좌우되었다(DWP, 2010). 총 176건의 입
찰 신청 건 가운데 40건이 낙찰되었다(그림 1 참조). 다국적기업 4개(Ingeus, A4e, Working
Links, G4S)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18개 기관이 주계약자로서 최
소 한 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노동연금부는 심사 과정에서 5개 주계약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는 시장 집중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를 ‘경쟁적 과점’ 현상이라고 불
렀다.
입찰가격 할인은 입찰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에 성공한 기관 대
부분은 질적점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질적점수가 높은 입찰기관의 경
우 가격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SERCO와 MAXIMUS는 입찰가격에서 거의 할인을 하
지 않은 기관에 속했는데, SERCO는 9건 입찰 중 2건에 성공했다. 공격적으로 입찰가격 할인
을 제시한 기관으로 Ingeus와 Seetec이 있었는데, 특히 Ingeus는 이 가격 전략 덕분에 11건
의 입찰 중 7건에 낙찰되는 등 가장 성공적인 기관이었다.
위탁비용은 복잡한 구조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이는 입찰가격 할인의 기초가 되었다(표 1
참조). 위탁비용 지급은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제공기관이 초기에 현금흐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착수금(attachment fees)이라고 하는 선불금이다. 둘째는 고객집
단에 따라 특정한 일자리가 13주 또는 26주 지속될 때 그에 대해 지불하는 취업성과금(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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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워크 프로그램(WP) 위탁비용 지급구조: 참고 가격
JSA
얼리 액세스
(Early Access)

JSA
25세 이상

JSA
18~24세

1

400

400

400

400

600

600

400

2

300

300

300

300

450

450

300

3

200

200

200

200

300

300

200

0

0

0

0

0

0

0

1

1,200

1,200

1,200

1,200

1,200

3,500

1,000

2

1,200

1,200

1,200

1,200

1,200

3,500

1,000

3

1,080

1,080

1,200

1,200

1,080

3,500

1,000

4

960

960

1,200

1,200

960

3,500

1,000

5

840

840

1,200

1,200

840

3,500

1,000

취업성과금 —
요구되는 일자리 지속 주수

26

26

13

13

13

13

13

4주마다 지급되는
취업유지성과금(매년 적용)

215

170

250

250

235

370

115

13

13

20

20

20

26

20

인센티브

1,000

1,000

0

0

1,000

0

0

위탁1년 차 고객의 최대
지급 가능 비용 (파운드)

5,395

4,810

6,600

6,600

7,500

13,720

3,700

고객 집단

착수금
(파운드, 매년)

4&5

최대 취업성과금
(파운드, 매년)

취업유지성과금: 4주마다
지급되는 최대 횟수

JSA
Ex-IB

ESA 플로우
(Flow)

ESA
Ex-IB

ESA 지원자
(Volunteer)

자료 : Work Programme, Invitation to Tender, Pricing Proposal Guidance: 44.

outcome payments)이다. 셋째는 취업성과금을 지급받은 후 취업이 유지되는 4주마다 최대

18개월 동안 지급되는 취업유지성과금(sustainment payments)이다. 그리고 넷째는 세 개의
고객집단에 대해 훌륭한 성과를 냈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incentive payments)인데, 세 개
의 고객집단이란 두 개의 대규모 JSA 수급자 집단과 취업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 ESA
수급자 그룹(소위 ‘ESA 플로우’라고 알려짐)을 가리킨다. 훌륭한 성과는 ‘프로그램 개입이 없
었다면 냈을 성과 + 30%’로 정의되었다(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 기관은 없었음). 고객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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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위탁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두 개의 대규모 JSA 수급자 집단의 위탁비용은, 과거의 장애
수당(Incapacity Benefit) 수급자 및 이를 대체하는 현재의 ESA 수당 수급자에 비해 액수가
적었다. 이 위탁비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줄어들었다. 4, 5년째에는 착수금이 사라졌으며,
두 개의 대규모 JSA 수급자 집단 및 ESA 플로우에 대한 취업성과금 역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탁비용 지급구조를 주계약자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며, 많
은 민간기관들은 이를 과도하게 위험한 일로 여겼는데 놀랍게도 이 덕분에 주계약자는 시
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Ingeus는 미국에 본사를 둔 Provident
Services Corporation에 2억 2,500만 파운드에 인수되었으며, 수익의 대부분은 호주에 법인
을 둔 단일 소유주가 차지했다.
빈곤층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수단이 될 수 있는가? 첫째, 장
기계약이므로 거래 빈도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했다. 고객들은 5년간 워크 프로그램(WP)
에 위탁되었고, 각 고객별로 프로그램은 2년간 지속되었다. 제공기관은 2011년 6월부터 2018
년 5월까지 고객에 대한 책임을 유지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잃거나 신규계약 체결에 실패
할 수 있지만,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주계약자가 워크 프로그램(WP) 계약
을 해지 당한 사례는 단 한 번(상장기업이자 주계약자 Newcastle College Group이 체결한 단
일계약) 있었을 뿐이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안정성은 선투자 대
비 수익을 계획하고 달성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계약이라는 점도 주계약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계약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동부 미드랜드와 동북부 등 잉들랜드 지역, 기타 지역(요크셔는 3개 지역, 런던은 2개 지역으
로 나누어짐)을 모두 포괄한다. 노동연금부에 정보공개법 요청을 통해 열람한 연간 계약금액
자료에 따르면, 낙찰된 40개 기관에 대한 계약금액은 5억 파운드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었
고 계약당 평균 금액은 1,250만 파운드였다. 워크 프로그램(WP) 입찰자를 위한 입찰 안내서
에 명시된 고객규모는 5년간 약 217만 명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계약당 평균 10,885명이
었다.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25세 이상 JSA 수급자(연평균 6,795명)와 18~24세 JSA 수급자
(연평균 1,633명)였다.
주계약자는 서비스를 줄일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입찰 참가기관들은 이
러한 접근법을 ‘블랙박스’라고 불렀는데 정부 구매자(purchaser)가 서비스를 상세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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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찰 안내서에는 입찰, 행정, 지불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지만 고객이 받아야 할 교육, 상담 및 기타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다
만 기관의 재량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만 나와 있었다.

제공기관은 각 고객이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참여해야 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몇 가지 최소 요구사항(예: 데이터
보안 관련)을 명시하겠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워크 프로그램(WP)
이 이행되는 중에는, 우리는 기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 가벼운 접촉 방식
을 취할 것입니다.
주계약자는 또한 하도급계약자인 지자체, 자선단체 및 중소기업에 위험을 이전할 수 있었
다. 그 결과 하도급기관은 워크 프로그램(WP)의 크고 작은 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여
기에는 특정 집단에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1차’ 하도급계약자)과 좀 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2차’ 하도급계약자)들이 포함되었다. 우리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주계약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위탁방식을 그대로 1차 하도급계약자들에게 적용하는, 다시
말해 선불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또한 하도급계약자가 고객을 초
기에 위탁받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했다고 인터뷰에서 보고되었다.
하도급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만 고발 절차가 존재했으나 실제로 이 절차가 활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Merlin standard1)에 대한 평가는 미온적이었고 비영리단체인 하도급 계약자들
은 이 기준의 보호 효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표 2>는 하도급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편집자 주 : 주계약자와 하도급계약자의 관계를 규제하는 행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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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워크 프로그램(WP) 1차 하도급계약(2012년 1월~2013년 9월)
공공

민간

비영리

주계약자

전체

61

158

168

28

387

해지된 계약 건수
(2012년 1월 비중)

21
0.34

47
0.30

66
0.39

3
0.11

134
0.35

유지된 계약 건수
(2012년 1월 비중)

40
0.66

111
0.70

102
0.61

25
0.89

253
0.65

체결된 계약 건수
(2012년 1월 비중)

6
0.10

26
0.16

23
0.14

4
0.14

55
0.14

2013년 9월 전체
(2012년 1월 비중)

46
0.75

137
0.87

125
0.74

29
1.04

308
0.80

2012년 1월 전체

주 : 주계약자가 민간 및 비영리 부문 제공기관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각 행 숫자의 합은 전체와 다름.
자료 : DWP Subcontractor Lists, 필자 계산.

■ 시사점
워크 프로그램(WP)이 현재의 시장구조를 갖게 된 것은 서비스제공기관에 권한 및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민영화가 가장 잘 작동할 것이라는 그럴 듯한 아이디어에서 착안
한 것이었다. 민영화 후 비용은 예상보다 적게 들었는데, 이는 위탁비용을 성과에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워크 프로그램(WP)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선은 ‘프로그램 개입이 없는 경우(nonintervention levels)’ 즉 프로그램 없이 노동연금부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
수이다. ‘최저 성과 목표’는 이 숫자에 10%를 더한 것으로, 과거 프로그램들이 달성해 온 성
과에 대한 노동연금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벤치마크를 사용했을 때, 장애인 수급자
(ESA 플로우)에 대한 고용서비스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으며 주요 구직자 수당인 JSA
수급자들에 대한 성과는 최저 성과 목표(이전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 가지 잠재적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일선 직원들이 고객을 신속
하게 분류하고 취업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구직자에게 집중하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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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행은 ‘크리밍’이라 불린다. 구직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잡센터로 돌려 보내
지지 않았으며, 일선 직원들은 그들과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했다. 이러한 관행은 ‘파킹’이라
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민간서비스제공기관들의 많은 유사점을 기초로 하여 설정
되고 공시된 목표치가 포함된 경영방식, 다시 말해 매우 엄격하게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방식
때문에 ‘크리밍과 파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Greer et al,. 2018 참조). 인터뷰에 응한
경영진 중 한 명은 그런 관행을 낮은 위탁비용과 인센티브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일은 성과 기반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적으면, 즉 당신이 목표로
한 일자리에 취업이 성사되는 건수가 적으면 곤란하죠. 따라서 가장 돕기 쉬운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크리밍과 파킹을 하겠죠. 취업이 쉬운 사람을 집중
적으로 도우면 그게 크리밍이고 돕기 어려운 사람을 파악해서 그들은 무시하고 가는 게
파킹입니다.
워크 프로그램(WP)은 취업이 어려운 고객에게 특히 높은 위탁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취업알
선 건수를 극대화하라는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서비스제공
기관들이 고객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했다. 계약 감사 과정에서, 장애인
고객에 대한 지출이 다른 고객에 비해 감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거의 절반의 고객이 2
개월간 민간서비스제공기관과 접촉이 없었으며 일선 직원 1인당 담당 건수는 117~154건에
달했다(National Audit Office, 2014).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수단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최소 서비스 전달’ 기
준을 입찰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민간서비스제공기관은 각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입찰
문서에 기록했다. 노동연금부는 이렇게 제출된 서비스 내용을 웹사이트에 발표했는데 각 기
관별로 다양한 내용을 기술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 “고객과 정기적인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Ingeus) 또는 “모든 고객은 실직하게 될 경
우 신속한 복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막연한 약속(Working Links)
-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일정(G4S, Working Links) 또는 전체 고객 여정(Maximus,
CDG)과 같은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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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 지정’(A4e), 상담사와 월간회의(CDG), 격주로(Maximus) 또는 매월(A4e) 연
락, 또는 ‘누구든 대중교통으로 30~4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A4e) 등 구
체적인 약속

우리가 인터뷰한 많은 일선 직원과 관리자들은 크리밍과 파킹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터놓고 이야기했으며 그러한 관행을 비판했다. 영리조직에서는 크리밍과 파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비영리기관이나 및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크리밍과
파킹에 대한 거부감이 더 심했으나 이를 중단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민간서비스제공기관들은 다른 자금조달 흐름을 활용하여 워크 프로그램(WP)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자금을 보조해야만 했다(Greer et al,. 2018).
시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서비스제공기관들은 정부 자문관들이 그들에게 요구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 민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한 결과, 우리는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을 형성했으나 실제로는 시장
이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외된 구직자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서
비스제공기관은 수십 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해 온 비영리기관에 비해 더 나은 위치에 있
지 않았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복지수당 수급자와 그들을 돕
는 전문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해당 기관 소유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영국 모델은 민간서비스제공기관에 시장원칙이 적용되는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는 민영화된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이 모델을 본보기로 삼는
것은 적절하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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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서비스의 시장화: 유럽의 일자리 우선 복지국가의 딜레마』(The Marketiza-

tion of Employment Services: Dilemmas of Europe’s Work-First Welfare States , 2017)
라는 책을 집필하기 위해 실시한 덴마크의 공공고용서비스(PES) 민간위탁 사례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에 기초해서 작성되었다. 또한 정책문서, 기존 연구문헌, 인터뷰, 전국 설문조사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양적 및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인터뷰는 정책입안자, 비공공
(non-public) 서비스제공기관, 지자체 서비스 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장화가 본
격적으로 시작된 과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응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전국 설문조사는 2013~14년 겨울과 2017년 봄에 덴마크 98개 지자체의 서비스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도록 한 접근방식을 알아보고, 지자체들이 시장화에 내재한 딜레마를 어떤 다양한 방
식으로 처리했는지 지역적 차이를 살펴본다.
덴마크에서 PES의 시장화가 발달해온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정책입안자들이 공공서비스
시장화에 내재한 딜레마와 상충관계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 고심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이
야기이다.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낮은 가격과 개별화된 서비스를 갖춘)을 형성하면서도 공
공규제를 통해 높은 거래비용이라는 뜻하지 않은 문제를 방지하고 경쟁을 위한 적절한 한도
를 설정(크리밍과 파킹, 저가의 표준화 서비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할 수 있도록 균
형을 맞추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온 정치적·행정적 과제다. 이러한 딜레마와 상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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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장 최근의 대응은,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철회하는 것이었다. 국가차
원의 규제 대신,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기관 사이의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관계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트워크 책임성’은 정부책임과 시장책임
사이의 균형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면
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한다.

■ 덴마크 PES 시장화의 과정
덴마크의 PES 시장화의 과정은 2002년에 시작되었다. PES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고비용
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중도 우파정부는 고용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시장화할 것
을 제안했다. 지역 PES는 민간위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아 위탁할 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
실업자 집단과 위탁금액 지불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 유일한 의무는 적어도 실업자의 10%
가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고용서비스 시장화의 첫 번째 물결 은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었다. 초기
시장 형성 이후로 고용서비스 위탁 시장은 크게 성장했으며,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 위탁 의무
화에 힘입어 더욱 활발해졌다. 2005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46%가 비공공 서비
스제공기관에 위탁되었다(Bredgaard and Larsen, 2008). 감사원 및 기타 평가에서는 투명성
과 적절한 가격경쟁의 부재를 비난했지만 ‘시장’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젝트는 성공적이
었다(Rambøll, 2004).
따라서 (지역 당국과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 사이에) 적절한 책임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어
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시장화의 두 번째 물결 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비용절감(가격
경쟁)과 혁신의 문서화가 시작되었다(Rambøll, 2004). 분명, 낮은 가격과 혁신적인 솔루션
을 둘 다 장려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 여건을 만드는 데에는 딜레마가 있었다. 특히 국가
감사원의 문제제기로 2005년 덴마크는 새로운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의 엄격한 시장규제 도
입과 강력한 가격경쟁 및 80% 성과연계 보상을 의무화한 입찰제도를 시행하는 데 착수했다.
따라서 시장 인센티브가 집행되는 동시에, 규제가 느슨했던 시장을 재규제하기 위한 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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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규제가 다시 실행되었다(Bredgaard and Larsen, 2008). 정부 당국이 위탁되는 서비
스의 종류 및 대상 실업자 집단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통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
규제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은 강화되고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개혁으로 인해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된 실업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러한 입찰제도와 성과연계 보상방식은 2011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방식이 유효성과 효율을 개선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고가 경쟁, 서비스
제공기관이 감수해야 할 높은 위험부담(위탁비용 전액 지불에 최대 6개월 소요), 그리고 단기
에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 노력 때문에 많은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열악해졌다. 고
객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는 표준화되고 서비스제공기관은 주로 인터뷰 및 구직활동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시장에 머
물렀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놓고 경쟁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성과연계 보상의 결과였는데, 많은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최소한의 노력
으로도(특히 알선이 쉬운 대상의 경우) 취업성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
관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한 ‘스캔들’에서 실업자들이 제공받은 질 낮은 서비스의
사례가 폭로되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기관들에 나쁜 평판을 가져왔고,
정책입안자들의 시장 솔루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장화의 세 번째 물결 은 2010년경에 일어났는데 PES를 해체하고 고용서비스를 지자체에
이전한 또 다른 개혁과 관련이 있다. 지자체들은 이전에 고용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경험이 거
의 없었으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서비스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화 과
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듯 실제로 2007~2009년 사이에
일부 지자체에 고용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실험을 시행한 결과 실업자 민간위탁 시장은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지자체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실업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도입되었고 ‘제3의 주체(other actors)’ 활용에 대
한 특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도입되면서 준시장의 성장이 재촉발되었다. 그 외에도 특정 집
단을 시장에 기반을 둔 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입찰제도도 유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들이 시장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장은 다시 두 배로 성장했고 새로운 ‘황금기’를 짧게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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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경제재건계획이 시행되면서 2010년 중도우파
정부는 입찰제도 및 특정 집단을 시장에 위탁하라는 요구사항을 유지하긴 했으나 지자체가
민간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지급하던 경제적 인센티브 대부분을 없앴다. 시장은
당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질 낮은 서비스와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신뢰 감소로 인해 심
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2011년 권력을 잡은 사민당 정부는 입찰제도 및 특정 집단에 대해
민간 제공기관을 사용하라는 조건을 없애 버렸다. 대신 고용서비스의 시장화 과정에서 정부
규제를 완화할 영역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연성을 더욱 확대하여, 지자체
들이 EU 조달규정 준수 면제를 포함하여 고용서비스의 시장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했다.
고용서비스 시장의 광범위한 분권화로 인해, 지자체들이 어떻게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을
활용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가 없어서 최근 몇 년간 해당 시장이 어떻게 발전했는
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수집한 실증적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시장은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시장에 남아 있는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은 많지 않다. 이것은 일반적
으로 고용서비스 지출이 줄었고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비해 시장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유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서비스를 위탁하던 것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
으로 변화하고 있다(Andersen and Larsen, 2018). 또한 이 때문에 위탁 대상집단 또한 취업
알선이 쉬운 실업자에서 취업알선이 어려운 실업자로 바뀌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도의, 파트너십에 좀 더 기반을 둔 새로운 유형의 시장화가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이
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구매자와 제공기관의 관계는 조달제도에 따른 계약관계라
기보다는 파트너십에 더욱 기반을 둔 관계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덴마크의 정책입안자들은 대규모의 전국단위 시장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잃은 것으로 보
인다. 중앙정부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이지도 저렴하지도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예: AMS, 2009; National
Audit Office of Denmark, 2013). 또한 언론에서 폭로한 덴마크의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의
매우 열악한 서비스에 대한 뉴스가 시장모델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서비
스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 면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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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시장화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실망을 안겨 준 것으로 보인다.

■ 내재적 딜레마와 상충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덴마크와 다른 국가에서 PES 시장화에 대해서 관료주의 축소, 새롭고 혁
신적인 방법과 목표대상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사용자 선택에 따른)를 수반하는 양질의 서
비스(더 나은 서비스), 더 좋은 결과 및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성 제고(저렴한 서비스)와 같은
약속을 포함하여 정치적 수사에 드러난 기대는 높았다. 하지만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고용서비스의 발전은 다른 거버넌스의 개혁이나 정책변화, 위기상황 등과 함께 이루
어지기 때문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효과를 분리해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
와 같이, 그리고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 진행된 PES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덴마크의 경험은 약속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고 몇 가지 의도하지 않은, 숨
겨진 결과들이 확인되었다(Larsen and Wright, 2014).
주된 문제 중 하나는 시장지배구조하에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에서는 정책 목표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에서 경제주체
들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하지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
기는 참으로 어렵다. 다음 세 가지 딜레마와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첫 번째 딜레마는 비용절감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개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이의 상충관계이다. 정책입안자는 종종 고용서비스의 시장화가
(가격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성과경쟁을 통해) 개인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균형을 이루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Larsen and Wright, 2014).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절감 압력이 클수록 제공기관은 표준화된 대규모 고용서비스 전달과정에 더욱 의존하게 되
며, 그들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는 고객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덴마크 PES 시장화의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제공기관 간 가격경쟁은 매우
심각했는데 시장모델에서 구매자의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바로 위탁비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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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나 적용방법의 혁신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개별 실업자 맞춤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고객을 만나거나 내부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수
준에서 표준화되었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두 번째 로 나타나는 딜레마는 거래비용에 관련된 것이다. 전통적인 전
달체계를 시장 지배구조로 대체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과 공개경쟁을 통해 책임이 부여되고
(Considine and Lewis, 2003 참조), 이로 인해 관료주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 그러나 고용서비스는 여전히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가 있는 공공정책으로 공공당국이
단일 구매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제할 필요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이 문제가 된다. 역설적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거래비용은 시장 노출이 커질수록 증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시장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당국은 입찰서류 설계, 입찰관리,
(낙찰되지 못한 많은 기관들의 양측에서 낭비된 노력을 포함하여) 접수된 입찰평가, 계약 협
상, 서비스와 성과 모니터링, 성과급 지급 등의 입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생성해야 한다.
공공구매자가 크리밍과 파킹을 예방하는 데에도 거래비용 증가가 수반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비용과 광범위한 관료주의를 수반하면서 계속 진행된다. 시장화와 관련된 거래
비용과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Bredgaard and Larsen, 2008, Greer
et al., 2017),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종종 시장 메커니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그 결과 흔히 정책입안자가 관료주의를 줄이겠다고 약속하지만 여전히 민간위탁을
통제(예: 입찰 프로세스, 서비스 및 결과 모니터링)할 필요가 존재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당국이 (업무의 형태는 다르지만) 시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다
층적인(layering) 과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유시장(기술적 측면에서)에는 더 많은 공공규
제와 관료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15년에 걸친 덴마크의 시장화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보았듯이,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민간위탁 이후 통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거래비용 및 관료주의가 확
대되었다. 덴마크에서의 시장화 세 번째 물결의 결과로, 2011년 이후로 통제의 필요성과 그
에 따른 거래비용이 감소했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세 번째 딜레마는 경쟁을 위한 적정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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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솔루션이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시장을 만들고 시
장화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는 ‘경쟁’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위한 적절
한 범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성과연동보상 지급을 포함해 여
러 가능한 해결책을 취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시장 지배구조는 서비스제공기관과 고객(또는 소비자)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두
며, 고객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가장 양질의 서
비스로)만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의 ‘시장’은 일반
시장이 아니라 준시장으로서(Le Grand and Bartlett, 1993 참조), 특히 실업자인 고객이 어
떤 경우에는 시장에서 구매자인 정부를 통해 대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덴마크의 사례가 확
실히 그러하다. 한 가지 문제점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객이 소비자일
경우 또 다른 문제는 고용정책에는 보통 규제적 요구사항이나 징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서, 흔히 개별 고객이 선호하는 내용과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가장 인
기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예: 노동시장 참여 의무를 위반한 고객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이 정
책목표 측면에서 최상의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덴마크에서는 PES의 시장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시장 지배구
조를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해결책으로 성과연계 보상을 도입했다. 앞서 덴마크의 시장화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2005년 시작된 새로운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엄격한 시장
규제 도입과 강력한 가격경쟁 및 80% 성과연계 보상을 의무화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 시작
했다. 취업성과와 더불어 고용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확실히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성과
에서 취업성과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딜레마가 있다. 한 가지 문제
는 경제상황이 국가 및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공석 수 대비 구직자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
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취업성과가 반드시 고용서비스의 직접적인 결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도 취업성과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렇듯 고용서비스와 성과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기
관들은 위험의 최소화(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혁신이나 서비스 투자를 소홀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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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크리밍’과 ‘파킹’이 발생(취업하기 어려운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등)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우려는 주인(principal)인 공공정부의 제도화된 불신
을 야기하며, 그 결과 종종 규제와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덴마크에서는 고가경쟁, 서비스제공기관이 감수해야 할 높은 위험부담(위탁비용 전액지불
에 최대 6개월 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용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 때문에 많
은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열악해졌다(예: 내부 구직활동만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간 차이는
있었지만, 이로 인해 언론 ‘스캔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실업자에게 질 낮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덴마크에서 사용된 성과연계 보상방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어
느 정도로 방해가 되었는지(예: 동등한 대우, 크리밍, 파킹)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2011년에 시장의 변화로 이 딜레마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예상되었고, 지자체에서 지
역 차원의 위탁계약 체결 시 성과연계 보상을 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형평성
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결론
이 글에서는 덴마크의 정책입안자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PES의 시장화에 따른 딜레마와
상충관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았다. 2002년 이래로 덴마크 PES가 거쳐 온 시장화 발
달과정을 보면 시장지배구조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 대신
시장화에는 다양한 딜레마와 상충관계가 수반된다. 덴마크의 정책입안자들은 전국단위 대규
모 시장 모델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고, 이것이 지역 주도의, 파트너십에 좀 더 기반을 둔 새
로운 유형의 시장화를 위한 토대 마련으로 이어졌다. 정부 구매자와의 계약관계에 내재된 제
도화된 불신으로 인해 서비스제공기관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모델이 실
제 시장의 작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모델에는 구매자와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공동노력으로 서비스가 개발되는 파트너 관계에 기반을 둔 대화 중심 접근방식이 포함
되어 있으며,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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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가설은 이러한 형
태의 시장화가 가격, 품질, 규제 등에 있어서 강력한 시장화와 동일한 특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시장모델 모두 시장 원리와 계약 및 가격 경쟁에 기반을 둔다.
또 다른 가설은 이러한 종류의 시장화에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떨어지므로, 그 결과 계약
체결과 불공정 경쟁 그리고 심지어 부패의 우려가 있는 투명성 부재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화되고 ‘완화된’ 버전의 시장화를 통해, 전국단위 대규모 시
장화의 단점으로 지목되어 온 재규제의 확대 실행이나 거래비용 문제 등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입찰제도보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 혁신과 고품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지 여부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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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bøll(2004), Erfaringsopsamling vedrørende inddragelsen af andre aktører i beskæftigelsesindsatsen, Copenhagen: Rambøl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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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고용서비스의 시장화

Special Feature

독일 고용서비스의 시장화
Matthias Knuth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일숙련직업훈련연구소(IAQ) 교수)

■ 도입
독일 복지국가에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과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즉 모든 종류의 복지급여는 다양한 공공당국에서 지급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 서비스는, 비록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공공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매우 다양한 자선단체, 비영리기관 연합, 지자체 기관,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영리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병원, 노인 보호, 육아, 가족 및 청소년 복지, 성인교육과 같은 다양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실업자를 위한 지원, 코칭 및 훈련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분
야에서는 공공당국과 ‘제3자’ 사이에 노동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수가 적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보편화하기 전까지는 지역의
교회 교구와 수도원들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개신교
로 통일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교회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국가에 넘겨주는 데 아무
런 문제가 없었지만, 1648년에 베스트팔렌조약을 통해 정치적, 종교적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에서는 천주교 교회와 지역의 개신교 교회들 사이에 평화적인 ‘영혼 경쟁(competition
for souls)’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리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지역별 종교적 동질성이 낮아지면
서 교회 간 경쟁은 심화되었다. 교회는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도들과 유

>>

_31

대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사회서비스가 더욱 특화 및 전문화되면서 병원, 학교, 탁
아소,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이 성직 위계 체제와는 분리된 별도의 조직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20년대부터 세속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종의 서비스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
했다. 이러한 주장은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으로 기술되었다. 즉 지역의 분권
화된 서비스가 중앙집권적인 서비스에 우선하며, 국가는 기존의 비정부기관들의 복지서비스
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는 복
지단체들이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적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인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사회적 파트너
단체들(노조, 사용자연합, 상공회의소 등)이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 제
공주체들을 보완하였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엄격히 보장하는 전통을 고려할 때,
서비스 운영을 그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3자에게 맡김으로써 독일 복지국가는 운영상
유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건, 사회 및 성인교육서비스의 부문의 인력은 교파
또는 정치적 성향, 그리고 각각의 활동 분야에 따라 느슨한 연합체를 이루고 있으나 공식적으
로는 독립적인 여러 조직들에 분산되어 있다. 고용서비스정책에서 이러한 노동 분업은, 취업
알선, 직업상담, 그리고 당연하게도, 급여 신청 처리 및 지급과 같은 핵심 서비스는 국가 당국
이 수행하지만 선별된 고객들과의 산발적인 접촉을 넘어서는 모든 서비스는 제3자가 맡으며
고객들은 제3자에게 ‘이용자(participant)’로 위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독일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marketization)’는 분명히 ‘민영화
(privatization)’나 ‘외주화(outsourcing)’와는 구별된다. 서비스의 제공은 처음부터 비정부
적 성격을 띠었다. 바뀐 점은 공공 구매자(public funder)와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nonpublic provider) 사이의 거래방식이다. 전통적으로는 승인된 비용이 지급되거나, 교부금이
주기적으로 갱신되거나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구매자-고객
관계, 서비스제공기관들 사이의 공식화된 경쟁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현상
을 가리켜 ‘시장화'라고 한다.
공공고용서비스(PES) 기관과 비공공 서비스제공기관 사이에 시장화된 거래방식이 도입된
것은 투명성 및 정당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3~2005년 이루어진 독일의 실업급
여제도 및 PES 조직의 대대적 개혁(Knuth, 2016)은 2002년 PES의 취업알선 통계 스캔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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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촉발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PES 지역사무소와 서비스제공기관 측 해당 지역 담
당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의 취업성과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후원적 성격(patronage)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PES는 구직자
의 노동시장 접근을 돕는다기보다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
로 실업 수치를 낮추기 위해 구직자들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동
독지역에서 통독 이후 발생한 경제 쇼크에 비추어 생각하여야 한다. 실제로 당시에는 실업자
들에게 다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프로그램 참가 성과에 대한 뚜렷한 전망도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참가시켰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당성이 위기에
처하자, 고용서비스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인 경쟁입찰과 바우처 제도가 도입
되었다.

■ 입찰제도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철저하게 법으로 규제된다. 여러 차례 개정된 법률에는 (채
용 보조금, 직업훈련, 구직지도,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개입기제, 수혜 대상집단, 최
대 참여기간, 보조금의 백분율 비중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
스의 조달방식도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찰이 의무화되는 기제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
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입찰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지역 차원에서 분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정성과 투명
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고용공단(Federal Employment Agency)은 정교한 절차를 설계하
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서비스로 제시함으로써 그 이행을 꾀하고 있다. 연방고용공단 중앙본
부에서 입찰절차를 관리하지만 성과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찰절차에서 공식적인 구매자는 누구인
가?

2005년 이후 실업자 또는 불완전 취업자를 위한 급여개혁으로 독일의 PES는 두 가지로 구
분된다. ‘지역고용사무소(employment agencies)’으로 불리는 ‘상위’ 단계에서는 실업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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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기여금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위’이지만 훨씬 규
모가 큰 ‘잡센터(jobcenter)’는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를 관리하며 해당 수
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Knuth, 2016). 소득보장급여를 도입하기 전에, 지역단위로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잡센터(jobcenter)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전체 잡센터의

1/4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4은 해당 지자체와 그 지역의 고용공단
이 공동투자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운영한다(Knuth, 2009).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
지 유형의 잡센터들은 400개가 넘는 시·군으로 구성된 독일 지방정부의 지형을 보여주는 반
면에, 지역고용사무소에서는 더 넓은 지역들을 관할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의 결과로 실업자 대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156개의 지역고용사무소, 303개
의 공동투자 잡센터, 105개의 지자체 잡센터 등 500개가 넘는 지방 및 지역 구매자가 존재
한다. 연방고용공단은 입찰절차 조율과 체계화를 위해 ‘지역구매센터(Regional Purchasing
Center)’ 5개소를 설치하였다. 지역구매센터와 관련하여 PES 조직은 다음과 같이 지위가 다
른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연방고용공단 산하 조직인) 지역고용사무소는 해당되는 지역구매센터를 이용하여 입찰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고용사무소가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법인인) 공동투자 잡센터는 해당 지역구매센터
를 이용(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지만, 자체 입찰제도를 시행하거
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사무소(awarding office)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지자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잡센터는 지역구매센터를 이용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의 재
정사무소를 활용해야 한다.
아래의 설명 및 분석 내용은 지역구매센터가 관리하는 입찰절차에 한정된다. 모든 입찰절
차는 지역고용사무소 또는 잡센터가 주관하며, 담당 관리자가 청년 구직자, 편부모, 난민 등
의 특정 고객집단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결정한다. 원하는 서비스를 기술할 때는, 기존
의 경험 및 사례를 바탕으로 연방고용공단 본부에서 작성한 ‘표준 상품’ 목록에서 선택한다.
지역의 구매자는 이러한 표준 상품을 약간 변경하거나 별도의 ‘개별 상품’을 정할 수 있다(변

34_

2018년 12월호 <<

경된 상품이나 개별 상품이 성공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에 표준 상품 목
록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표준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별 상품을 마련하는
데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찰대상 서비스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인데, 지
리적 위치(각 지역고용사무소 또는 잡센터의 관할구역), 대상집단 및 서비스 유형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개별 이용자의 참여기간과 동일하며, 참여기간
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
을 늘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서비스 계약은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서비
스제공기관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 지역단위를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 초국가 단위 서비스제공기관들은 독일의 고용서비스
시장을 대체로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표준 상품 목록에서 선택하는 등으로) 원하는 서비스가 결정되면, 지역구
매센터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입찰공고를 게시한다. 입찰공고에는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입찰 참가는 승인된 기관에 한해서 온
라인으로만 가능하다(승인절차는 아래 ‘바우처 제도’ 참고). 지역구매센터는 입찰서류 완비
여부와 해당 기관의 입찰참가 적격자 여부를 확인하지만, 직접 기관을 선정하지는 않는다. 입
찰참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를 요청한 지역고용사무소나 잡센터로 보내어 이루어진다.
평가 담당관으로 교육을 받은 지역의 직원들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입찰참가기관에 대한 정
보를 전달받는다.
평가 담당관들은 사전에 정해진 여러 평가항목에 대해 0점(미흡)에서 3점(매우 우수)까지
기관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점(0점) 또는 최고점(3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유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1점이나 2점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최저점과 최고점을 주지 않으려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전에 ‘핵심기준'으로 정
해진 일부 항목들은 ‘낙제 장치(knockout mechanism)’로 기능한다. 즉 핵심기준 항목에서 0
점을 받는 입찰자는 바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입찰참가기관에 대해 평가가 끝나면,
합계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2점(우수)을 받을 경우의 85%에 미달하는 기관들도 제외된다. 입
찰가격이 공개되기 전, 네거티브 스크리닝 과정에서는 질적 평가기준만 고려된다.
지역구매센터에 평가 결과를 보내면 공식적으로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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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찰참가기관이 2개 이상이면) 사전에 정한 결정방식을 적용한다. 평가점수를 입찰가격로
나누어 ‘가격 대비 가치’를 산정하고, 가장 높은 ‘가격 대비 가치’ 점수를 벤치마크로 하여 이
를 기준으로 10% 낮은 점수까지 벤치마크 구간으로 정한다. 가격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건
보다 질적점수 순위가 높은 신청건은 입찰가격이 더 높아서 ‘가격 대비 가치’ 점수가 낮더라
도 벤치마크 구간에만 포함된다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질적인 부분에 12~30%의 가격적 혜택이 부여되는데, 입찰기관이나 입찰 관리자
들 모두 벤치마크가 얼마가 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의 정도를 예측할 수는
없다. 입찰 관리자들은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기관이 낙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하지
만 ‘가격 대비 가치’의 실제 분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벤치마크 규정에 의해 ‘품질
이 가격에 우선’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입찰건의 백분율 비중은 알려져 있지 않다. 분명한 점
은, 비교적 협소한 범위의 벤치마크 구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다른 기관이 없다면, ‘가격 대
비 가치’가 가장 높은 입찰참가기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술한 결정방법은 벤치마크 구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
하면 품질에 대한 고려가 최대한 반영된 것이다(Ferber,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찰에 참여한 서비스제공기관들은 높은 가격경쟁과 통상적으로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불
확실성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계약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자나 서비스제공기관 모두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갱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낙찰자가 정해지면, 지역구매센터는 계약서 작성과 이후 계약관리를 위한 모든 공식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 차원에서 해당 계약의 실제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이용자 알선, 출석 및
성과 보고, 서비스 내용 문서화 등).

■ 바우처 제도
경쟁입찰은 여러 서비스제공기관과 독점적 구매자 사이의 준시장(quasi-market) 형성을 의
미하지만, 바우처 제도는 (바우처 소지자인) 고객과 서비스제공기관 사이에 준시장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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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우처는 직업훈련과정, 단기 ‘활성화’ 과정(구직 오리엔테이션,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수
습 인턴십), 민간 취업알선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선 담당자는 고객을 특
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결하는 대신 바우처를 발급한다. 그러면 고객은 그 바우처에 명시되
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이 경과하면 바우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일선 담당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추천하는 형
태로 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지역고용사무소나 잡센터에 홍
보 팸플릿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자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연방고용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직업 관련 학위로 이어지는
훈련과정이라면 최대 2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들이
바우처 소지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금액이 상당히 크다.
특정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바우처 시장에서 ‘경쟁’이
란 잠재적 고객의 확보, 가용성, 접근성 및 평판과 관련되며, 여기에 품질이 반영되어 있을 수
도 아닐 수도 있다.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바우처는 사전승인을 받은 기관의 승인된 훈련
과정에 한하여 비용이 환급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기관 및 훈련과정의 승인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민간 승인사업은 다시 연방고용공단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승인제도에서는 평균 비용표를 이
용하여 가격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여 승인한다. 비용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정이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간 취업알선 서비스의 가격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성과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서비스제공기관들은 근로의욕이 낮고 취업준비가 되어 있
지 않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을 거부하게 된다.
서비스제공기관들은 바우처 제도를 선호하는데, 입찰제도와는 달리 가격하방압력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
고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승인절차가 실제 강사와 훈련생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순전히 형식적인 조직
및 절차상의 질적인 측면만을 평가하면서도 비용은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서비스제공기
관의 관점에서 보면, 승인비용은 제공기관이 바우처를 유치하여 나중에 충당해야 할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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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이는 다시 혁신과 실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승인된 훈련과정에 고객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제공기관 입장에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바우처 시장 전반의 순기능 또는 역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바우처에 명시된
서비스 유형들은 경험재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바우처 소지자들은 훈련과정을 마친
후라면 해당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 즉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전이라면 그렇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는 이유 때문에 바우처를 지급받는 사람들에 의해 바우처 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고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바우처의 표본 이탈률(attrition rate)은 비교적 높다. 유효기간 만
료 전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훈련기관의 수강 인원 미
달로 해당 과정을 취소한 고객들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로 특화된 서비스 시장에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결국에는 경쟁업체 중 어느 곳도 손익분기점에 이를 만
큼의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상호간에 충분한 친밀
도와 신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각 기관이 적어
도 1개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교차알선하여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과정을 진행
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기관들이 다른 입찰 대상 서비스
에 있어서는 서로 가격덤핑을 의심하면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
지 말아야 한다. 결국 경쟁은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수 있다.

■ 요약 및 논의
(아직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는) 근로연계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성
인 및 신체 장애가 없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현재 경쟁입
찰이나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시장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장화를 정당화하는 공식적 논리로 일
반적인 ‘신공공관리론’이 제시된다. 경쟁을 통한 비용효율 및 혁신, 계약체결을 통한 책임 소
재 및 성과관리 개선, 그리고 이에 더하여 바우처의 경우에는 ‘소비자(고객)’의 선택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전후를 비교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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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또한 아직까지 평가를 위한 어떠한 실험 설계도 고안된 바 없다(가령,
일정 실험기간에 대해 여러 다양한 거래방식을 여러 지역단위에 무작위로 배정하는 등). 그렇
지만 상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볼 수 있다.
① 효율성: 준시장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이 상품
자체의 ‘가격 대비 가치’ 비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기가 쉽다.
② 혁신: 복합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은 서비스의 표준화로 이어지는데, 품질과 혁신은 계
량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가 실제로 생산되기 전에 미리 서비스를 평가해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③ 성과 및 품질 관리: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별화되어 있어서 강사나 코치와 고객 사이에
서 그 고객의 잠재력을 향상시켜주는 어떠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기는 어
렵고 이를 계량화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승인절차, 감사제도, 성과관리 제도의 일환으로서 계약관리 과정에서는, 교실 규모,
가용 장비, 문서화 요건 준수, 직원들의 공식 자격 등과 같이 교육내용에 속하지 않는 형
식적 기준들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크다. 물론 이 모두가 중요하며 비리나 명백한 사기
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도록 확실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④ 소비자 선택: 고객에 의무 및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기반을 둔 ‘활성화’ 제도의 틀에서
‘소비자 선택’이라는 말은 모순적이다. 제도 전반에 개인권한 강화, 동등한 입장에서 고
객과 일선직원의 협력, 추진하는 전략과 관련된 고객의 선택권 등의 요소들이 더 많이
포함된다면, 바우처 제도는 더 적절한 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⑤ 성과: 독일에서는, 취업알선 바우처 제도 외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성과연계 보상
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고용성과는 서비스제공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적 요소와 더불어 여러 개인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차등화된 성과연계 보상 제도를 운
영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 사례들을 보더라도, 비용을
성과에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가설과는 달리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취업이 용이한 고객들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크리밍(creaming)’과 그러한 고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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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집중하는 ‘파킹(parking)’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호 기획특집 덴마크
및 영국편 참조).
⑥ 전문가 네트워크: 공적으로 형성된 준시장의 공식화된 경쟁과 승인, 감사 및 계약관리
제도 모두 혁신과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
소 전통적인 방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비스제공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
업 비밀 보호규정으로 은폐되어 있는 포상절차가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구상안과 아이디
어로 경쟁하게 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여러 제공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Knuth, 2014). 그러나 국가가 만들어 놓은 준시장에
서의 공식화된 경쟁은 서비스 생산 네트워크를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서비스제공
직원들의 전문화에 부정적인 고용조건을 초래한다.
위의 마지막 항목과 관련하여 고용서비스 담당 전문인력들의 고용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시장화가 확산되어 무기 고용계약직이 기간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대
체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임금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인해 결국 고용서비스 부문의 교육 인
력에 대해서도 업종별 최저임금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임금격차 확산은
독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용서비스 부문에서 시장화가 고용조건
악화를 가져온 단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업이 감소하
면서 정부의 PES 지출이 줄어들어 시장의 경쟁심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장화는 하나의 쟁점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고용전망의
미비로 이들의 전문화는 지체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품질과 실효성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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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지난 30년간 각국 정부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설정하고 일선 직원의 모
니터링과 취업알선 목표치를 강화하며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민영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동향은 ‘노동연계복지’라고 불린다(Jessop, 1999). 그러나 프랑스
의 경우,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취업연계조건이 여전히 느슨한 편이며 서비스 전달체계가
민영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업체 일선 근로자들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직업정신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Divay, 2008; Fretel, 2012).
이 글에서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에서 시행된 사회통합
(insertion)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왜 프랑스에서 노동연계복지정책이 정착되지 못했는
지 살펴본다. 질적 현장조사와 Schulte et al.(근간)의 연구결과 요약을 기초로 하여, 이 글에
서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 도입 시도에 대한 저항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
공업체에 예산을 할당하는 지역정부 및 준정부기관인 자금조달기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 내
단단히 뿌리내린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의 탄력성(resilience)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도구들은 노동연계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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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계복지(workfare) vs. 사회통합(insertion)
노동연계복지제도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수급조건을 확대하고 구직자 모니터링을 강화함
으로써 실업자가 가능한 일자리는 어떤 것이든 수용하도록 장려하는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나간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Greer et al., 2017; Greer, 2016; Wiggan, 2015).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프랑스의 사회통합제도는 이와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최저생활보호수
당(Revenu Minimum d’Insertion )과 같은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
시키려고 시도했으나 25세 미만의 실업자 대부분은 사회통합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회보험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서비스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Clegg and Palier, 2014), 그 성과 측정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더 큰 초점
을 두고 있다(Caroli et al., 2008).
노동연계복지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책임성’을 구현하는 지배구조(Jantz et al., 2015)
에 기반을 둔 한 선택적 시장화(Jessop, 1999; Greer et al., 2017)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쟁계약을 수용하며(Sol and Westerveld, 2005), 성과연계
보상방식을 취하여 대량의 취업알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Greer et al., 2018).
여기에서도 프랑스는 차이점을 보이는데, 중앙정부가 시장화를 시도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프랑스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인 고용센터(PE)
와 지역 기관들 간에는 상당한 분열이 있다(Berthet et al., 2016). 지방정부는 사회보험 혜
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사회부조인 실질사회연대소득(RSA) 예산을 관리하고 있
다. RSA 수급자들은 단계적 노동시장 활성화 조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
으며, 지방정부는 RSA 수급자들을 고용센터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비
스제공기관(보통 영세 비영리단체) 선정은 종종 지역 자금 제공기관 및 지역 동종 단체들과
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Jantz et al.(2015)에서는 ‘네트워크 책임성(network
accountability)’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유로 많은 수의 소규모 독립 비영리기관들도 고용서
비스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고용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자율적인 방식으로 서비
스가 제공된다. 이 제도에서 정의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에는 취업성과가 아니라 고객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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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연계복지제도하에서는 서비스 업무 속도
를 높이라는 압박과(Esbenshade et al., 2016) 비영리 서비스제공기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
는 압박이 존재한다(Gallet, 2016). 양적 관리는 직원과 고객 간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저하
시킨다(Baines, 2004). 반면에 사회통합제도하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정신이 유지되고
있다(Divay, 2008; Fretel, 2013). 마찬가지로 노동연계복지제도하에서는 ‘크리밍과 파킹(취
업알선이 쉬운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잡한 경우는 방치하는 전략)’ 현상이
발생했으나(Greer et al., 2018), 사회통합제도는 사회적 개입을 이행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비영리기관(Paugam, 1993)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Divay, 2008; Fretel, 2013).

■ 프랑스는 왜 다른가?
어떤 이들은 ‘보수적인’ 비스마르크 복지국가들의 회복력에 주목할지 모른다. 비스마르크
복지국가의 경우,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자’의 이해관계에 특권이 주어지는 반면, ‘외부
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주요 사례를 보면, 특
히 독일에서는 하르츠 IV 개혁을 통해 강력한 노동연계복지정책(Barbier and Knuth, 2011)
이 도입되었으며,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특별히 ‘외부자’를 목표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을 통
한 개입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설명은 사회적 규범에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가 공화주의적 연대
(solidarité)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프랑스의
정치담론은 소외된 청년들을 둘러싼 ‘ 도덕적 공황(moral panic) ’ 개념의 지배를 받았고
(Wacquant, 2008),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낮다(Larsen, 2016).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에서는 연대적 접근방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인가?
우리는 노동연계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향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일선 관료제 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관련 문헌(Brodkin, 2011;
Lipsky, 1980)에서는 일선 직원 자치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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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network accountability)’에 따라 직원들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공정한 행위에 관
한 공통규범을 따르는 경우가 있으며(Hupe and Buffat, 2014) 그러한 규범은 중앙정부가 정
한 목표를 무산시키거나 와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정부는 노동연계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으로 성
과관리 및 시장화라는 도구를 사용해 왔다(Greer et al., 2017).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중앙
권력이 여러 단계로 분열되어 있으며(Berthet et al., 2016),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의 역할이 크다(Bezes and Le Lidec, 2002). 이러한 상황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에
서 일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이 글에서 설명한다.

■ 조사방법
우리는 파리 외곽 북동부 지역인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에서 질적연구를 수행
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상대적인 사회적 박탈이 존재하며
사회경제지표가 열악한 것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우리는 2011년 5월
에서 2015년 4월까지 34명의 정보 제공자들과 질적 인터뷰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공
공 자금조달자, 비영리 서비스제공기관 그리고 일부 영리 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었다(표 2 참조).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1차(2011~2012)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환경을 탐색했다. 2차(2014~2015)에서는 1차에서 도출한 핵심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
보았는데, 자금조달자와 서비스제공업체의 관계, 일선 직원의 작업프로세스, 상담자와 고객
의 관계 등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제도와 노동연계복지제도의 주요 차이점 4가지를 밝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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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의 2012년 인구 통계
센생드니

프랑스

30세 미만 인구 비율(%)

43.9

36.7

편부모 가정 비율(%)

21.6

9.2

15~64세 실업자 비율(%)

18.2

13.2

빈곤율(%)

26.9

13.9

14억 7천만 유로

115억 9천만 유로

153만명

6,630만 명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ARNU 펀딩(2015 계획)
인구

자료 : INSEE, 2015 except ARNU 2015.

<표 2> 단체 및 인터뷰 대상자
코드

종류

목표

참여자

-

-

3명

영리기업

청년들을 위한 ‘동반'프로그램; 취업 또는 훈련
알선 제공

관리자 3명; 직원 2명

공공서비스
파트너

청년들을 위한 ‘동반'프로그램; 청년들이 훈련
또는 다른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받도록 코칭

관리자 1명; 직원 5명

1차: 2011년 5월 ~ 2012년 6월
학계
민간 제공업체
미씨옹 로칼A(지역청년지원센터)
Medef(프랑스경총)

민간기업협회

고용주를 위한 로비활동 및 서비스 제공

관리자 1명

공공기관A

공공부문

정치적 차원에서 자금 지원 관리

관리자 1명

공공기관B

공공부문

자금 관리 및 할당; 제공업체 모니터링

관리자 2명

우산조직A

협회들을
대표하는 협회

사회참여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전문 네트워크

관리자 1명

협회

편부모를 위한 ‘동반'프로그램

관리자 1명

협회

비영리 사회복지 협회들을 위한 권익 단체

관리자 1명; 직원 1명

공공서비스
파트너

청년들을 위한 ‘동반'프로그램; 청년들이 훈련
또는 다른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받도록 코칭

관리자 1명; 직원 2명
(함께 인터뷰함)

비영리 제공업체B

협회

'일자리에서 더 멀어진’ 청년들을 위한 ‘동반'
프로그램

관리자 1명; 직원 3명

비영리 제공업체C

협회

'일자리에 가까운 ’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동반' 프로그램

관리자 1명; 직원 4명

비영리 제공업체A
2차: 2014년 11월 ~ 2015년 4월
우산조직B
미씨옹 로칼B(지역청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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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국가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 협회들은 사회통합제도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원화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Groupe SOS 를 포함한 대규모 기관들은 사회통
합 네트워크에 널리 퍼져 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정신을 비판해 왔다(Vialle, 2013). 동
시에 소규모 서비스제공기관들은 소규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율성 및 주도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에서도 영
향을 미쳤다.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소외된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
를 제공하는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에 위탁된 서비스 이용자들은 지방정부, 거리 홍보 및 기
타 지역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탁되었다.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이 서비스 네트워
크에 밀접히 자리잡고 있는 소규모의 지역화된 공공서비스단체인 ‘지역청년고용서비스센터
(Missions Locales)’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통 고용센터(PE)에 등록되었으나 중앙정부에
서 이들의 구직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개별화된 목표와 경력개
발 경로를 수립하기 위해 집중상담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된 각각의 기능
을 수행하는 단체들(주로 소규모)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부 단체는
‘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어떤 단체는 중독이나 저숙련과 같은 특정한 문제를 겪는 개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탐색 기능
을 제공했다. 상담사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또는 교육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조
사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서비스 이용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일선 직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어떤 서
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것인지는 비공식적 직원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네트워크
에는 Medef와 같은 사용자단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관계(또는 제휴관계 partenariats )는 공
식계약이 아니라 서비스제공기관 직원들의 회의 및 토론을 기반으로 정해졌다.
중요한 것은 센생드니(Seine-Saint-Denis)의 자금조달체계에서 이러한 제휴관계를 지
원했다는 것이다. 지역 자금조달기관은 잠재적인 경쟁자들보다 ‘지역청년고용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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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s Locales)’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쟁을 부추기지 않았으며 이는 네트워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역 자금조달기관은 자신들
의 개입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계 등에 의존했으며, 그 결과 한 지방
협회 관리자가 “자금 지원이 갱신되리라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비용지급은 취업성과 등에 기반을 둔 성과연계 보상방식이 아니었다. 연간 이용자 수를 기
반으로 위탁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업무량을 계획하거나 이용자가 부
족할 경우 ‘지역청년고용서비스센터(Missions Locales)’에 연락하여 좀 더 많은 이용자 위탁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공공 자금조달기관의 경우 이용자가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정성적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해 주는 편이었다.
이처럼 ‘시장’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Jantz
et al., 2015)은 노동연계복지제도에 비해 다음의 네 가지 유리한 특징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지역적 필요에 대한 적응
사회통합제도의 서비스제공기관은 노동연계복지제도하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자율
성을 가진다. 인터뷰 결과, 서비스제공기관들이 매우 전문화되고 특색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제공업체 C는 이용자를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15개 지역협회 연합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해
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 맞춤형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용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
를 지원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개별 이용자 및 기업과의
전문적인 협력 작업이 필요했다. 대조적으로, 비영리 제공업체 B의 경우 지역 자금조달기관
들이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같은 일반적인 기술훈련을 지향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관
심분야를 정해 다양한 종류(노래, 패션, 요리 등을 포함)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켰다.
이렇듯 자금조달기관들의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경험
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 성장과정은 이용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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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일선 직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책임성’ 접근방식으로는 지역의 수
요와 함께 진화하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문가로서 주도권 발휘
경영진은 서비스제공기관 직원의 업무에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들
은 원하는 만큼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용자의 성장 상황에 대한 질적 판
단을 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직원들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예산 제약이 있었고, 또한 EU 차원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 행정
상 보고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문서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정량적 목
표가 없다는 것은 직원들을 구속하는 성과관리 전략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행정상 보고업무 외에도 업무 강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들
은 이것이 경영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직업정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우리 스스로가 압박감을 느끼죠.
우리 일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 계속 ‘이 고객에게 해결책을 찾아 줘야 해’라
고 되뇌게 됩니다.”(직원 인터뷰 2, 비영리 제공업체 B). 예를 들어, 한 응답자는 서비스 이용
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구하거나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협
회와 연락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노동연계복지제도에
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시도이다.

이용자의 필요와 주체성 강조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용자들의 주체성에 가치를 두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용자
가 주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제공업체 B에서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의무는 각 워
크숍에 적어도 한 번은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상담원은 이용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나, 복지혜택과 고용시스템 간의 약한 연결고리 때문에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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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수단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약한 연결고리는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용자 본위
의 제도를 장려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통합제도가 이용자의 취업자격에 대한 공인인증 부족이나 개인적인 문제, 고용
주의 차별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응
답자들은 직원과 이용자 사이의 인간관계와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가 없다는 것은, 복지 수급자가 겪을 수 있는 재정적인 불안
이 노동연계복지제도에 비해 사회통합제도에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Griggs,

2010).

영리 창출의 한계
이러한 지역 기반의 사회통합 네트워크는 영리 서비스에서 흔히 발생하는 ‘크리밍과 파킹’
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프랑스에서 노동연계복지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치계약(contrat d’autonomie, 2008-2011)이 있다. 이 프
로그램에서는 경쟁입찰 및 영리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졌다. 입찰제를 통해 고객집단이 참
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성과연계 보상방식이 도입되었다. 센생드니 지역에
서 2억 2,500만 유로의 금액으로 6개의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서비스를 고용센터(PE)와 연계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
은 기존의 비영리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해야 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결국 중단되었다. 우리는 자치계약(contrat d’

autonomie )이 실패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설명한 일선 관료체계의 회복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자리를 잡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
았는데, 그러한 활동의 동기를 의심스럽게 보는 이들이 많았고 네트워크 내에서 인지도도 낮
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영리기관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외부인처럼 느껴졌다고 보
고했으며, 비영리기관 관리자들은 영리기관 관계자들에게 불신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이러한 영리기관들이 속해 있는 일반적인 노동연계복지정책에 대해 지역 정책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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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서비스제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반영했다.
프랑스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권력을 사용해 기존의 제휴관계(partenariats )를 강제
로 교란시킬 수 있었을까?(Greer et al., 2017)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실질연대소
득(RSA)이 지역별로 관리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약한 수준의 사
회보험 혜택을 받는 등 고용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열
때문에 관리주의적이며 시장화된 노동연계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토의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센생드니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회통합 모델과 노동연계복지 모델을 비교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이점을 살펴보았다. 사회통합 제도를 통해 지역의 필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주체성을 더 잘 지
원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비스마르크 복지제도가 고유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거부한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야기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끈질기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이념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책
임성’이라는 조건하에서 지역서비스 제공기관과 정책입안자들의 주체성이 노동연계복지 프
로그램의 잠식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
스제공기관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연계복지
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고용서비스제도와 사회보험제도에서 권력의 분권
화와 파편화가 나타난 결과이다.
물론 사회통합제도의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면이
있다. 그리고 노동연계복지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일에 대한 동기부
여가 약하다. 그러나 노동연계복지제도 역시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재와 취업연계조건에 영향을 받는 개인과 가정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Grigg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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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한 많은 참가자들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로 증언을 하였고 정
치적 여건이 이러한 방향으로 바뀔 것에 대해 (마크롱 정부에서 나타난 조짐 때문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광범위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익한 결과는 거
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일자리 우선 복지국가 창출 시도에서 ‘실패’한 것은 병리가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단체들에 의한 강력한 통제에서 비롯된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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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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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8년 6월 말, 미 연방 대법원은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일리노이 주의 공무원 노조 교섭비
(agency fee)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노조
교섭비(agency fee)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1) 현재까지는 일리노이 주 정부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조 교섭비를 연봉에서 공제해 왔다.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행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
다는 점에서 노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리노이 주 공무원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금지의 내용,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금지의 내용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 결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조 교섭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
1) Vox(2018.6.27), “The Supreme Court decision gutting public sector unions, explained,”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s://www.vox.com/2018/6/14/17437832/janusafscme-supreme-court-union-teacher-police-public-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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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이다. 노조 교섭비는 노동조합이 교섭활동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활동으로 인하여
전체 노동자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이 보호하는 사업장, 즉 교섭단위(bargaining unit)의 일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교섭활동을 지
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청구되는 비용인 것이다.2)
이는 노동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데서 드는 비용을 위해 지불하는 가입 및
활동비인 노동조합비(union due)와는 다른 개념이다. 노조 교섭비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
협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징수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비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정치적
의사표명 등의 활동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조 교섭비는 통상적으로 노
동조합비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일리노이 주의 사례에서는 그 비
율이 약 78% 수준이었다.3)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의 법적근거는 노조 안정성 협약(union security agreement)이다. 노
조 안정성 협약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
항을 노동계약서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계약이다. 전체 노동
자들의 의무적인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조 교섭비의 원천징수 등이 위 조항들의 대표적인 사
례이다.4) 이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사용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노
조 안정성 협약의 내용까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노조 교섭비의 원천징수가 금지된다는 것은 노조 안정성 협약에서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조항이 추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관련 조항이 무
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비조합원으로부터 노조 교섭비를 받
을 수 없게 되고, 이는 노동조합의 노조 교섭활동이 조합원의 조합비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다
2) McCloskey, M. R. & Rubin, R. S.(1977), “Union Security in the Public Sector: Types,
Problems, Trends,” The Journal of Collective Negotiations 6(4), p.1.
3) JournalStar(2018.6.28), “Editorial: Ball in unions’ court now to prove worth to workers,”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s://www.pjstar.com/opinion/20180628/editorialball-in-unions-court-now-to-prove-worth-to-workers
4) P, Joan(2004),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58_

2018년 12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는 것을 의미한다.

■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금지의 배경
이번 결정은 노조 교섭비의 원천징수의 재누스 대 미국 주, 카운티 및 지방공무원연합 제

31 지역 의회(Janus vs.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District Council 31)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2015년 2월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
인 브루스 라우너(Bruce Rauner)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하여 주의 모든 공무원
에 대하여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를 금지하였다.5) 이와 동시에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일리
노이 주 지방법원에 공무원들의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가 위헌이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에 마크 재누스(Mark Janus)와 2명의 일리노이 주 소속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소송에 원고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청하였다. 한편 피고 측인 전미 공무원들의 노조인 미국 주, 카운티 및
지방공무원연합은 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였다. 2015년 5월,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것이 2017년

9월에 받아들여져 2018년 6월에 원고의 승소로 최종판결이 나게 되었다.6)
이와 같은 소송은 노동조합의 (교섭)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에서 ‘일할 권리(right-to-work)’ 논쟁으로 알려진 위 문
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수혜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정한 의무를 져야만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할 권리’에 찬성하는 (보수적) 입장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업장에서 노
동자가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을 때 노조 가입 내지는 노조 교섭비 지불 등의 노조 안정성 협
약의 내용까지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 및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거나 노조 교섭비를 지불하게 된다면 노
동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노동

5) State of Illinois, Executive Order 13 (2015), February 9, 2015.
6) Janus v.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585 U.S.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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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의해서 대변되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는 노조의 정치적 의견을 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입장에서는 노조 안정성 협약의 내용은 위헌이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반면 ‘일할 권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전체가 노동조
합의 (교섭) 활동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교섭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참여 및 활동의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무임승차 문제란 어떤 행위자들이 특정 재화를 통해서 수혜를 누리고 있고
이를 가치 있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생산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때의 행위자들은 다른 행위자들의 투자 결과인 재화와 그 수혜
를 투자자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수혜 대비 비용을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
들게 되고 행위자들이 입게 되는 전체적인 수혜는 줄어들게 된다.
이를 노조활동에 적용시켜 본다면 ‘일할 권리’에 반대하는 입장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먼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활동으로 인해 임금상승, 전체적인 복지혜택의 향상,
그리고 노동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들이 실제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
아들일 것이라는 어렵지 않은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때 노동조합의 교섭활동으로 인하여 얻
어진 혜택은 조합원이나 노조 교섭비를 지불하는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항상 모
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교섭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이 모두에게 의무적으
로 부과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수준의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노동조합비나 교섭
비를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
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보다 조직된 사용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단을 점차적으로 잃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논리가 ‘일할 권리’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논지이며, 이와 같
은 논리는 위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7)
현재 ‘일할 권리’는 28개 주에서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7) Vox(2018.6.27), “The Supreme Court decision gutting public sector unions, explained,”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s://www.vox.com/2018/6/14/17437832/janusafscme-supreme-court-union-teacher-police-public-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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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디애나(Indiana) 주, 2015년 위스콘신(Wisconsin) 주, 2016년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주 등 ‘일할 권리’를 시행하는 주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이번 일리노이 주의 사례는 ‘일할 권리’의 찬성 논리가 점차적으로 더욱 많은 경
우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8)

■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금지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활동 자체이다. 실제로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인 브루스
라우너(Bruce Rauner)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교섭단체비를 더 이상 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였다.9) 만약 노조 교섭비가 원천징수 되지 못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노
동조합 교섭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조
직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조 교섭비가 연봉에서 일괄
적으로 공제되었기 때문에 노조를 가입하든 하지 않든 금전적인 측면의 차이가 적은 편이었
는데, 현재는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만 노조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여도 되기 때문에 노
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생겨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결정이 단순히 일리노이 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른 주의 공무원들 및 노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
원 노동조합의 교섭활동은 전국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8)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ight-to-Work Resources,”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right-towork-laws-and-bills.aspx
9) The Chicago Tribune(2018.6.27), “Rauner: State will stop withholding union fees from
nonmembers; workers will be ‘ given an opportunity to modify their union status, ”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www.chicagotribune.com/news/local/politics/
ct-met-bruce-rauner-janus-afscme-comments-20180627-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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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공무원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노조
조직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 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노조활동 지지율이 2003년 65% 이후 최고치인 62%를 기록하며 15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노조 지지율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 70% 정도의 높
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 이후 약 60% 정도로 하락했고,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9년
에는 48%까지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그 이후 노조활동 지지율
은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결과적으로 지난 2017년 60% 선을 다시금 회복
하게 되었다.10) 반면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노조 조직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노조 조직률은 20%대를 유지하였으나, 이것이 점차
하락하여 최근인 2017년에는 10.7%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노조가입 제
도가 의무성을 상당히 약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왔던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가
능하다.11)12) 특히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금지는 위와 같은 추세의 배경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34.4%, 민간부문이 6.5% 수준임을 감안
하였을 때,13) 미국 노조 조직률 및 노동권 전반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에 대
한 타격은 미국 노동계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성적, 인종 소수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들
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익명성을 더욱 세심하게 보장받
으면서도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거나 집단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통로로 존
재하는데, 노동조합이 약화될 경우 성적, 인종 소수자들은 업무 환경 및 고용 등 다양한 차원
10) G allup(2018. 8 . 30 ), “ Labor Union Approval Steady at 15 -Year High,” Retrieved on
September 1st, 2018, https://news.gallup.com/poll/241679/labor-union-approvalsteady-year-high.aspx

11)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September 2016), “Union Membership in The United
States,” Retrieved on September 1st, 2018. https://www.bls.gov/spotlight/2016/unionmembership-in-the-united-states/pdf/union-membership-in-the-united-states.pdf
12)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8.1.19), “News Release - UNION MEMBERS — 2017.”
Retrieved on September 1st, 2018, https://www.bls.gov/news.release/pdf/union2.pdf
13) Hirsch, B. & Macpherson, D, “Union Membership and Coverage Database from the CPS,”
Retrieved on September 1st, 2018. http://www.unionsta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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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차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4)15)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지 임금상승이나 복지혜택 등 금전적인 차원에서만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더욱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위와 같은 결과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어
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이는 같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더욱 억압되고 있는 성적, 인종 소수자
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회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금지를 무효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무임승차 경향을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 하나의 사례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는 비조합원이든 조합원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도움을 통하여 일자리에서 겪었던 차별이
나 여타 노동 계약조건상의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앞서 언급
하였던 무임승차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노동조합비나 노조 교섭비를 지불하지 않고서
도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관련 법안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이나 노조 교섭비를 지불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조 교섭비를 지불하여야 하고, 따라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수혜 대비 의무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조합의 예산도 늘어나
게 될 것이다.16)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움직임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노동조합의 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또한 노동조합의 취지 자체와도 부합하는 것
인지 등의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14) The New York Times(2018.6.27), “Janus Is This Term’s Worst L.G.B.T. Ruling,”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s://www.nytimes.com/2018/06/27/opinion/janus-lgbtsupreme-court-unions.html

15) Refinery29(2018.6.27), “The Supreme Court's Janus Ruling Is A Blow To Black Women,”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s://www.refinery29.com/2018/06/203062/
impact-of-supreme-court-janus-afscme-ruling-on-women
16) Vox(2018.6.27), “How Democratic lawmakers should help unions reeling from the
Janus decision,”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s://www.vox.com/the-bigidea/ 2018 / 6 / 27 / 17510046 /public-unions-janus-reforms-fees-decline-reformsupreme-court-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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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일리노이 주의 공무원 노조 교섭비 원천징수 금지의 내용, 배경, 그리고 예상
되는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노조들은 모두 법외노조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
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아직 해직자 복직 등의 여러 이슈들이 남아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경우 해직자 조합원 규약을 삭제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합법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새
롭게 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등의 약간이나마 진보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
다.17)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금지한 바 있었고18) 위와 같은 법이 그
대로 적용된 채로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만큼, 조합비나 교섭비의 체계를 어떻게 설정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및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조
합 활성화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이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
이기를 기대한다.

17) 노동자연대(2018.5.30),「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2018년 11월
25일 발췌, https://wspaper.org/article/20501
18) 매일노동뉴스(2009.12.2),「 정부, 공무원 조합비 원천징수 막는다」, 2018년 11월 25일 발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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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8년 11월 사회정의와 사회이동성 전문 민간정책연구기관인 Sutton Trust는 영국의 청
년 인턴십의 현 상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1)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첫째, 많은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인턴십이 무급이라는 점, 둘째, 많은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기관 내부관계자의 인맥을 통해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셋째, 이 두 가지 문제가 합쳐져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배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출신 청년들의 사회이동을 사실상 저해하는 점이다.
보고서는 나아가 인턴십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며 그 해결을 주
요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첫째, 최근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인턴십에 참여하고 산업
별로 이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둘째, 청년들이 어떻게 인턴십 기회를 얻으며, 인턴십이 제공
하는 교육훈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셋째, 무급인턴십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인턴십을 포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인턴십의 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

1) Carl Cullinane and Rebecca Montacute, Pay as you go? Internship pay, quality and access
in the graduate jobs market,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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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간추린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한다. 이 글은 이하에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인턴십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턴십의 급여 및 비
용 관련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이어 인턴십 기회를 얻는 방법과 관련해 인턴십 구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인턴십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한다. 마지막
으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방안을 간략히 살핀다.

■ 인턴십 현황
인턴십 제공 및 수행 비율
인턴십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비율은 규모(근로자의 수), 지역, 부문(산업)에 따라 차이를 보
였다. 근로자의 250명 이상인 경우 58%, 50~249명인 경우 49%, 49명 이하인 경우 28%가
인턴십을 활용했다. 지역적으로는 런던에 위치한 사용자의 62%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고 밝혔다.2)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잉글랜드 남부의 경우 45%, 웨일즈
와 동부는 각각 33%와 3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법률서비스, 금
융·회계, 운송·유통 부문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60% 이상)로 인턴십을 제공했고, 제
조업, 소매업, 숙박레저 부문이 가장 낮은 비율(약 40%)로 인턴십이 활용되었다. 한편 인턴십
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비율은 최근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약 19%
의 조사대상 사용자가 인턴 활용이 증가했다고 답한 반면, 51%의 사용자는 변화가 없다고 응
답했다. 인턴십의 증가세는 특히 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에서 더욱 뚜렷했으
며, 지역적으로는 런던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영국의 16~29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614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경험을 조
사했으며, 이 중 약 39%인 1,023명이 한 번 이상 인턴십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위
2) 이 보고서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역의 사용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3) 보고서,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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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턴십을 제공하는 사용자 비율(규모, 지역,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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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고서, p.15, Figure 1. Proportion of employers offering internships
by size, area and sector.

1,023명은 평균적으로는 1.8번 인턴십을 경험했으나, 이 중 46%는 2번 이상의 인턴십을,
20%는 3번 이상을, 4%는 5번 이상의 인턴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인턴
십 참여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21~23세 청년의 46%가 인턴십을 경험한 데 비
해, 27~29세의 경우 그 비율이 37%였다.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젊은 그룹의 청년이 평균적으로 1.9회의 인턴십을 수행한 데 비해,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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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6~29세 청년의 인턴십 경험 횟수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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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고서, p.16, Figure 2. Number of internships completed by graduates
aged under 30.

령대인 27~29세 집단은 평균 1.7회 인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 청년 인턴의 평균
연령은 22세로 21~23세가 가장 많은 인턴십을 수료했다.4) 이에 대해 다수의 부문/산업에서
인턴십 경험이 사실상 취업자의 필수적 요건으로 여겨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한다.5)

무급인턴십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청년의 27%는 무급인턴십(unpaid internships)을 경험하였으며, 인
턴 경험이 있는 청년의 70%는 적어도 한 번은 무급인턴십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6) 인턴 측
의 응답에 근거할 때, 총 1,775개 인턴십 가운데 단지 27%만이 최저임금이 지급되었고, 9%
는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21%는 인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지출된
4) 보고서, p.16.
5) Id.
6) 보고서, p.21, 이 연구가 정의하는 ‘무급인턴십’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는 인턴십,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만을 보전하는 인턴십, 일체의 금전을 제공하지 않는 인턴십을 포함한다. 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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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문별 무급인턴십 유형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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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고서, p.22, Figure 9. Type of unpaid internship by sector(all
internships).

비용만이 보전되었고, 41%는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7) 이 결과는
인턴십을 운영하는 조사대상 사용자의 63%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보고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8)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해 사
용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보고했거나, 사용자와 인턴이 인턴십 개념을 서로 달리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조사대상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비공식 무급인턴십(informal
unpaid opportunities)의 존재를 예시했다.9)
지역적으로 구별할 때 런던의 청년 인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무급인턴십을
경험했다. 즉 런던에서는 43%의 청년 인턴이 무급인턴십을 수행한 데 비해, 남동부의 경우

30%, 웨일즈와 동부의 경우 각각 22%와 21%가 무급인턴십을 경험했다. 무급인턴십의 비율
7) 보고서, p.21, 3.3%는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다. Figure 7 참조.
8) 보고서, p.21.
9) Id.

>>

_69

및 인턴 급여수준은 산업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매업의 89%, 방송·연극영화·음악·패
션 부문의 86%, 언론 부문의 83%는 무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언론은 인턴에게 일체의 금
전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모든 부문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반면 정보통신업이나 제조업은
각각 26%, 32%만이 무급이었으며, 건설과 금융 부문도 낮은 편에 속했다.
보고서가 조사한 청년 인턴의 응답에 기초할 때 연령이 낮은 청년이 높은 청년에 비해 더
많은 인턴십을 경험했다. 인턴십 기회 자체 및 인턴십 경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
체 인턴십 중에서 무급인턴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 예를 들어, 최근 2
년 동안 이루어진 인턴십의 56%가 무급인 데 비해, 2014~2016년에는 무급인턴십이 전체의

62%, 2013년까지는 그 비율이 70%였다. 그러나 복수의 인턴십 경험이 초기 무급에서 이후
유급인턴십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오히려 그 반
대의 경우가 더 자주 관찰된다고 강조했다.11) 최근 무급인턴십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면
서 무급인턴십의 상대적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보고서는 위 데이터를 볼 때 장기 무급인
턴십이 여전히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 문제점 : 사회경제적 배경이 무급인턴십 경험에 미치는 효과와 불확실한 법제도
보고서는 무급인턴십이 청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인턴십 기회에 차별적 영
향을 주는지 설명했다. 먼저 보고서는 조사된 무급인턴십 중 53%가 4주 이상이고 45%가 4
주 미만이며, 6월 이상 기간의 무급인턴십도 11%가 되는 것을 지적했다.12) 장기간 급여 없
이 인턴십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재 보유하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격차와 맞물려 출신 배
경에 따른 차별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산층 출신 청년의 경우 48%가 인
턴십을 경험한 데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그 비율이 36%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제
적 이유·거주지와 같은 외부요인 때문에 인턴십을 포기한 비율이 저소득층 출신 청년은 35%
10) 보고서, p.23.
11) 보고서, p.24.
12) 보고서,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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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무급인턴의 재정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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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고서, p.29, Figure 17. How unpaid interns funded their placements
by socioeconomic background.

로, 23%인 중산층 출신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배경의 인턴십
무경험 청년 중 38%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조사자료
를 들어, 경제적 이유가 이들의 인턴십 참여를 제약한다는 사실의 근거로 제시했다.13)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는 장소, 특히 해당 지역의 높은 생활비는 저소득층 출신 청년의 인턴십 경험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예를 들어, 런던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가장 많은 기회가 제공
되는 런던에서 추가 거주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급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데 반해 지방출신
의 경우 이러한 편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14)
인턴의 낮은 공개채용 비율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무급인턴십 기회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다. 보고서는 인턴의 17%만이 공개채용을 통한 데 반해 46%는 인맥 등 사적
인 방식으로 인턴십을 구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많은 경우 인턴 채용이 비공식적·폐쇄적으로

13) 보고서, p.28.
14) 보고서,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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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업/부문별 인턴 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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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고서, p.32, Figure 20. How interns found their internship, by sector.

이루어진다는 기존 관념이 사실임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 부문별로 상
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계와 제3 부문(자선 등)과 마케팅·홍보 부문의 경우 가
장 높은 비율로 공개된 절차를 통해 인턴 선발이 이루어진다. 의료 부문의 경우 그 비율이 낮
은데, 이는 주로 해당 교육기관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인턴십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언
론과 방송·연극영화·음악 부문의 경우 인턴십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관계 기관에 직접 접촉
해 인턴십을 얻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금융서비스와 법률서비스 부문은 인맥에 의존해
인턴십을 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15)
보고서는 경제적·지리적 요건에 사회적 자본 요소가 더해져 청년 인턴십과 관련해 사회경
제적 배경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산층 출신 청

15) 보고서,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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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인턴이 저소득층 출신에 비해 22%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
가 조사대상을 대학 재학생/졸업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확대할 경우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
다.16)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균형의 정도는 부문별로 다르다는 점을 지
적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마케팅·광
고·홍보와 법률서비스 부문이 그 뒤를 이으면서 숙박·레저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중
산층 출신 청년이 저소득층 출신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인턴십 경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그림 6] 산업/부문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인턴 비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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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고서, p.34, Figure 22. Working-class representation gap, by sector.

16) 보고서,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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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황 파악에 이어 보고서는 인턴십을 규율하는 법제도 측면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현재 인턴을 대상으로 한 특별 노동법은 없으므로, 일반 노동법 법리에 따라 개별 인턴이 근
로자(employee) 혹은 노무제공자(worker)로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된다.17) 이는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해 인턴의 구체적 권리·의무 확정을 어렵게 하
는 원인이 된다. 보고서는 이 중 최저임금법 적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무급인턴
십의 5가지 대표적 문제 상황을 예시하며, 각 인턴십 유형의 불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실제 법 사이의 상당한 괴리를 포착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18) 보고서는 실체
법적 문제점뿐 아니라 이행확보와 관련된 절차법적 문제점도 제기했다. 법위반 사실 포착 및
법 집행을 위해 개별 인턴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인턴의 입장에서 신
고에 따른 현실적 불이익, 예컨대 피신고 사용자로부터의 추천이나 이후 해당 분야에서의 인
맥·관계망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고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맺음말 : 정책 권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했다. ① 4주 이상 이루어
지는 인턴십의 경우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정책, ①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Graduate
Talent Pool과 같은 웹사이트를 인턴십 허브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최저임금법 집행을 위해 주무기관인 국세청(HMRC)이 관련 정보의 홍보를 사용자
와 인턴 구직자 모두에게 확대하는 방법, ④ 국회 내 독립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를 통해 의원실 인턴 채용정책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사용자 및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언했다. ① 입법상의 변화
와 무관하게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 ② 인턴은 비공식적 절차가 아닌 공개적 절차를
통해 채용할 것, ③ 채용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원자의 실력에 근거해 내릴 것, ④ 양질

17) 보고서, p.36.
18) 보고서,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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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턴십을 제공하기 위해 5가지 원칙을 지킬 것, 즉 ⓐ 적정한 훈련과 감독, ⓑ 적절한 직무
순환, ⓒ 사업장 내 멘토/감독자의 지정, ⓓ 사업장 내 학습계획, ⓔ 인턴십 사후 관리, ⑤ 인
턴십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대학 기관의 적극적 역할(인턴십 구직자와 사용자의 연결, 최저임
금 지급 인턴십의 선별적 홍보, 저소득층 출신 구직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
보고서는 ⑤와 관련해 맨체스터 대학교와 버밍엄 대학교의 예를 제시한다. 전자의 경우 졸
업을 앞둔 마지막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 대학교 혹은 지역 자선기관이 운영하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턴십 대부분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학교 혹은 정부의 재정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버밍엄 대학교 또한 인턴십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연계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한다. 동 대학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인턴
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최대 2,000파운드(한화 약 290만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려
한다.
보고서는 인턴십이 기존의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를 무급인턴에게 맡기는 착취적
방식이 아닌, 사용자와 인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턴십이 앞으로 대졸자의 취업에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을 감안할
때 청년 구직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배제를 고착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현 인턴
십의 요소, 즉 무급과 불투명한 채용절차 요소를 해소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마무리 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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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JP모건체이스 은행, 워싱턴 지역의 최저임금 18달러로 인상
2018년 11월 13일, JP모건체이스 은행은 워싱

700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

턴 D.C. 지역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고 채용된 직원

다.1) 이는 일견 체이스가 전체적으로 고용규모를

들에게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 지불할 것을 약

점차적으로 줄여왔던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인

속했다. 은행의 중부 대서양 지역 회장 피터 셰르

다. 하지만 체이스의 사업전략은 수익이 높을 것으

(Peter Scher)는 워싱턴 D.C. 인근 지역의 최저임금

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늘리되 지나

인 시간당 13.25달러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제공

치게 가깝게 배치된 지점들은 통폐합하고 지점당

하여 더 수준 높은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고 밝혔

직원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2)

다. 여기에 신입 직원의 40%가 나중에 회사 내에서

이는 실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최저임금이 법적

일정 수준의 승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

인 수준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들의

라고 밝혔다.

사업전략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

이와 같은 배경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

미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다. 먼저 체이스 은행은 지난 2년간 공화당이 통제

같은 전략이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겠으나

하는 의회와 행정부가 후원하는 규제 완화와 절감

수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에서 지

된 세액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특히나

점 수 및 직원들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

체이스 은행은 2018년 상반기에 이미 지역경제 성

임금불평등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여

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투자계획의 일부로 워

볼 수 있다.

싱턴 D.C. 지역에 70개의 지점을 새로 개설하고 약

1) Chase Media Center News(2018.4.19), “JPMorgan Chase Announces First Major Branch Expansion
in Greater Washington,” https://media.chase.com/news/jpmorgan-chase-announces-first-majorbranch-expansion-in-greater
2) The Washington Post(2018.11.18), “JPMorgan Chase commits to $18 minimum wage in D.C.”
Retrieved on November 19th,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jpmorganchase-commits-to- 18 -minimum-wage-in-dc/ 2018 / 11 / 18 / 73 e 1 ae 18 -e 8 ed- 11 e 8 -b 8 dc66cca409c180_story.html?utm_term=.21f80a814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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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매리어트 호텔 노동자들, 46일간의 파업으로 근로조건 향상
2018년 11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의 매리어트(Marriott) 호텔 노동자들은 46일간의

고용안정성 및 부가혜택(benefits package) 등에서
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파업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사례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이번 파업이 정부

10월 3일 약 1,500명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근로조

조직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노조

건하에서는 보스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

가 보스턴 시의 시장인 마티 월쉬(Marty Walsh, 민

텔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일해야만 하며, 이

주당 소속)와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찰리 베이

는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

커(Charlie Baker, 공화당 소속)로부터 공개적인 지

며 파업을 시작하였다. 호텔, 카지노, 요식업, 창고,

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스턴 시 의회는 모든

세탁업 중심의 노조 유나이트 히어(Unite Here)의

시 공무원들이 파업기간에 매리어트 호텔을 이용

보스턴 지부인 26지부(Local 26)는 매리어트 호텔

할 것을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샌프란시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파업을 조직하였다. 결과적으

스코나 하와이 지역의 매리어트 호텔에서도 파업이

로 매리어트와 노조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합의하였

진행 중인데, 보스턴의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지역

고, 이는 노동자들의 투표(찬성 677, 반대 9)를 통

들의 노동조건 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

해 승인되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은 밝혀지

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1)

지 않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1) NECN(2018.11.17), “Agreement Reached Between Marriott and Union, Ending Historic Strike,”
Retrieved on November 19 th, 2018 , https://www.necn.com/news/new-england/TentativeAgreement-Reached-Between-Marriott-Unite-Here-26-Union-500751531.html

유럽인권법원 : 파업참가 철도기관사 해고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
2018 년 11 월 20 일 유럽인권법원(European

익형량(balancing exercise) 심사 없이 러시아의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법원’)은 러시

철도법(Railway Acts of 1995 and 2003)을 근거

아의 한 철도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기관사(원

로 원고의 형식적 법률 준수 여부만을 판단해 당해

고)를 징계해고하고, 러시아 국내 법원이 아무런 법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례성을 일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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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제시한 파업 시 예상되는 금

Rights) 제11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

전적 손실 액수는 그러한 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다.1)

못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인권법원이 단체

이어 인권법원은 러시아의 철도산업 근로자 파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제

업권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입법과

11조 규정에서 해석을 통해 파업권(right to strike)

정에서 해당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가

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인권법원은 먼저 파업권 관

있었는지 살폈다. 이를테면 알선, 중재와 같이 전면

련 국제법 문서와 국제기구의 관행을 검토해, 예

적 파업권 행사 금지에 대한 대안적 조치가 검토되

외가 인정되는 군∙경찰 조직과 달리 철도운송산

었는지 조사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증거

업은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핵심업무(essential

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

servic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

에서 인권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사건 원고를 해고

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러한 관행에

하고 국내법원이 이 해고를 적법하다고 결정한 것

반해 협약 해당 조항을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은 비례적이지 못할 뿐더러,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판단했다. 나아가 설령 핵심업무에 해당해 파업권

근로자 및 그들의 노동조합에 ‘냉각효과(chilling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안과 같은 전면

effect)’를 끼쳐 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정당

적 금지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한 논거를 요구

한 행사를 방해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1)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gnevenko v Russia, Application no. 44873-09, 20 November
2018.

스웨덴 : 외국 출신 창업가들, 스웨덴 출신에 비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 겪어
스웨덴 경제지역발전국(Tillväxtverket)이 발표한
보고서1)에

따르면, 외국에서 온 창업가가 스웨덴

출신에 비해 스웨덴에서 창업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창업가가 스웨덴 출신에 비해서 창업 및 기업 운
영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경제지역발전국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창업
가 중 12%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국민에게 우호적

기업의 규모, 수익 창출의 정도, 산업형태, 창업가

인 자금마련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차후 경제성장

의 연령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외국 출

에 있어 장애물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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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다수의 외국 출신 창업가들, 특히 젊은 외
국 출신 창업가들은 대출을 비롯한 현재의 자금마
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는 창업가의
배경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경제지역발전국의 코린 웁만 헬미넨(Corinne

다. 경제지역발전국은 10,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Uppman Helminen) 씨는 창업가와 은행과 같은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회 내

금융기관 간의 관계 형성이 창업가의 자금 마련에

권력구조, 위계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업가의 출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창업을 비롯한 경

신에 따른 언어, 문화, 경영방식 등이 문제가 될 수

영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도 있겠지만 우리는 은행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

1) Tillväxtverket(2018), “Svårare att få lån för företagare med utländsk bakgrund,” https://tillvaxtverket.
se/statistik/vara-undersokningar/resultat-fovven-2017/2018-11-12-svarare-att-fa-lan--forforetagare-med-utlandsk-bakgrund.html

영국 : 블랙프라이데이 주간, 물류·유통·배송업체 노사갈등 심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는 2018년 블랙

업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11월 24일과 25일 예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관련 업체의 노사관계가

정된 배송회사 DPD 소속 택배기사들의 파업 지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일반노동조합

를 철회했다. 이 철회는 사용자인 DPD가 파업 강

중 하나인 GMB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물류센터·

행 시 이를 지원해온 GM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창고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비인간적인 근

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

로조건과 위험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

다.3)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1) 블랙프라이데이 특수를 맞

DPD는 현행법상 근로자/노무제공자가 아닌 자

아 최근 2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아마존

영업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로 구성된 단체를 노동

도 해당 업체 중 하나이다. 아마존은 노동조합의 이

조합으로 승인할 수 없고, 이들의 집단적 급부제공

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마존의 산업재해율은

거부행위도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업계 평균에 비해 40% 낮다고 반박했다.2)

밝혔다.4) GMB는 소속 택배기사 조합원에게 예정

한편 GMB는 이러한 물류·유통업체로부터 소비

된 ‘단체행동’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그들의 ‘용역

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회사 소속 택배기사의 파

계약(service contract)’을 위반할 수 있고,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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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민사법상 책임

한 근거로 위 단체행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철회한

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이 해지될 수

다고 밝혔다.5)

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

1) CNBC(2018.11.23), “Amazon reports 'record levels' of UK shopping as Black Friday takes off
internationally ” , https://www.cnbc.com/2018 / 11 / 23 /amazon-reports-record-levels-of-ukshopping-black-friday.html.

2) Id.
3) The Guardians(2018.11.22), “Union drops support for DPD courier walkout after legal threat”, https://
www.theguardian.com/business/2018/nov/22/gmb-union-drops-support-for-dpd-courierwalkout-after-legal-threat.

4) Id.
5) Id.

프랑스 :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이어지자 마크롱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등 발표
2018년 11월 중순 2019년 유류세 인상안이 발

위에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던 11월 17

표되자,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대는 물론이고 지방

일에 28만 2천 명이 참여한 데 이어, 11월 24일 두

의 주변화, 높은 물가 및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

번째 시위에는 16만 6천 명이, 12월 1일 세 번째

책에 대한 불만까지 다양한 이슈를 담아 낸 시위가

시위에는 13만 6천여 명이, 12월 9일 네 번째 시위

11월 17일부터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에는 13만 6천여 명이 참여했다.

분명한 시위 주도 세력이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도인 파리에서 일어난 시위의 경우 두 번째 시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

위는 첫 번째 시위에 비해 규모는 줄었지만 폭력과

은 극좌 무정부주의자부터 극우 민족주의자에 이르

방화가 발생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기까지 다양하며, 그 사이에 있는 중도성향의 사람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였고,1) 세 번째 시위는

들도 많다.

더욱 과격해져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파리 시내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프랑스 법에서 모든 차
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노란조끼(gilet
jaunes)를 입고 있어 노란조끼 시위로 불리는 이 시

서 부상자는 200명 넘고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는
약 600명에 이르렀다.2)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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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방문을 취소하고, 12월 3일 긴급보안회의

통해 폭력에 대해서는 비난했지만 “시위대의 극심

를 개최하였다. 4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개인

한 분노는 여러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 2019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류세 인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며 저소득 연금수급

상을 6개월 유예하며, 겨울로 예정되어 있던 가스

자들을 대상으로 예정된 세금인상은 철회하고, 초

와 전기세 인상도 중단하고 차량매연배출 기준 강

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며, 사용자들에게

발표했다.3)

비과세 연말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독려하겠다고

화도 연기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시위는 계속되었고 네 번

밝혔다. 그렇지만 부유세 재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째 시위에서는 1천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약해질 것이며 일자리 창출

었으며 파리 시내의 경우 시위로 전소된 차량이 50

이 필요하다”면서 거부했다.5)

여 대, 파손된 사업장이 10여 곳에 이르며 11월 17

최저임금은 약 7% 인상되며, 이 비용은 기업보다

일 첫 시위 이후 소매업 매출에 10억 유로에 이르

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Olivier Dyssopt

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시위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장관은 이 정책들 시행에 80억~100억 유로의 예산

수준에

이르렀다.4)

마침내 1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TV 연설을

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미세조정 과정에 있으며 예
산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1) BBC 뉴스(2018.12.4), “France fuel protests: 'Yellow vests' pull out of PM meeting,” https://www.bbc.
com/news/world-europe-46328439
2) BBC 뉴스(2018.11.24), “France fuel protests: Police in Paris fire tear gas,” https://www.bbc.com/
news/world-europe-46328439
3) BBC 뉴스(2018.12.2), “France fuel protests: Macron holds urgent security meeting,” https://www.bbc.
com/news/world-europe-46417991
4) BBC 뉴스(2018.12.4), “France protests: PM Philippe suspends fuel tax rises,” https://www.bbc.com/
news/world-europe-46437904
5) BBC뉴스(2018.12.1), “France fuel protests: Tear gas fired in clashes in Paris,” https://www.bbc.com/
news/world-europe-4641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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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고령 구직자의 취업현황
2018년 7월 12일에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자

도 고령자들의 구직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예

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프랑스 대도

를 들어 2018년 9월 17일부터 21일 간 일드프랑스

시에 거주하는 고령층(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

(Île-de-France) 고용상담소에서는 고령 구직자와

의 취업률이 8.2% 증가하여 2017년에는 61.5%에

고용주 회사의 만남 주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5~49세 사이의

고령층의 취업률이 증가한 원인 중 다른 하나는,

대도시 거주자의 취업률은 1.9% 감소하여 2017년

그들이 재취업 후에 평균적으로 20~30% 정도 낮은

에는 80.6%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7년도 60세 이

임금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규모의

상 64세 이하의 대도시 거주자 중 고작 29.2%만이

기업들은 고령 구직자에게 더 호의적이며, 특히 경

취업한 상태이다.1)

력이 필요한 상업과 행정업무 등에서 그들의 연륜은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취
업률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프랑스 정부가 끊임

빛을 발한다. 다만 그들은 개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
은 꺼린다.3)

없이 고령층 취업률 향상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고령층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는

프랑스는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해 각종 법률의 개정

성공했지만, 이들의 일자리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부

을 연이어 시도해왔다.2) 나아가 프랑스 정부에서

작용은 막지 못했다.3)

1) 프랑스 통계청(2018.7.12), “L’emploi des seniors en hausse entre 2007 et 2017: plus de temps partiel
et d’emplois à durée limité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3582878
2) 르몽드(Le Monde) 지(2018.8.6), “L’emploi des seniors augmente, la précarité aussi,” https://
www.lemonde.fr/emploi/article/ 2018 / 08 / 06 /l-emploi-des-seniors-augmente-la-precariteaussi_5339741_1698637.html
3) 르파리지엥(Le Parisien) 지( 2018 . 11 . 14 ), “ Seniors en quête de job : ce qu ’ il faut savoir,"
http://www.leparisien.fr/economie/emploi/seniors-en-quete-de-job-ce-qu-il-fautsavoir-14-11-2018-7942485.php
4) 르몽드(Le Monde) 지(2018.8.6), “L’emploi des seniors augmente, la précarité aussi", https://
www.lemonde.fr/emploi/article/ 2018 / 08 / 06 /l-emploi-des-seniors-augmente-la-precariteaussi_5339741_16986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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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마크롱 정부, 장기근로계약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확정
2018년 11월 9일,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
규직 노동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단기노동계약을 악

험 지출의 40%가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지급에 사
용되고 있다.3)

용 내지 남용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도입

이 제도의 도입은 마크롱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제도는 단기노동계약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의 임

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체결하는 회사에 더 많

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

은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했다는 점과 동시에 도입을 확정했다는 점에 그 의

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작

의가 있다.

동한다.1)

그의 노동철학의 핵심인 노동유연성과 대치되는

2018년 9월 25일 르파리지엔(Le Parisien) 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그의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

노동부장관 뮤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와의

하고 돌아선 민심을 쫓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기도

기사2)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 체결되고

한다. 허나 여전히 노동조합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

있는 10개의 노동계약 중 9개가 비정규직 계약의

다.4) 마크롱 대통령은 산업별로 나아가 각 기업별

형태에 속한다. 이러한 계약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

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예고 했다.5)

인터뷰

니지만,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크고 나아가 고용보

1) 르파리지엔(Le Parisien) 지( 2018 . 11 . 9 ), “ Emmanuel Macron confirme que les entreprises qui
abusent des contrats courts seront taxées” 참조, http://www.leparisien.fr/economie/emploi/
emmanuel-macron-confirme-que-les-entreprises-qui-abusent-des-contrats-courts-seronttaxees-09-11-2018-7939218.php
2) 르파리지엔(Le Parisien) 지(2018.9.25), “Assurance chômage : contrats courts, dégressivité... Pénicaud fixe
le cap” 참조, http://www.leparisien.fr/economie/emploi/penicaud-lutter-contre-les-contrats-courtsc-est-resoudre-une-partie-du-deficit-de-l-assurance-chomage-25-09-2018-7902669.php
3) 다프마그(DAF-MAG)(2018.11.9), “Emmanuel Macron confirme la création d'un bonus-malus sur les
contrats courts” 참조, https://www.daf-mag.fr/Thematique/rh-1245/Breves/Emmanuel-Macronconfirme-creation-bonus-malus-contrats-courts-335060.htm#4BPpvsTj1J0KT1KZ.97, https://
www.lci.fr/politique/malus-pour-les-cdd-emmanuel-macron-remet-une-piece-dans-lamachine-2104056.html
4) 레제코(LesEchos) 지(2018.11.9), “Bonus-malus sur les CDD : Macron met un coup de pression sur le
patronat” 참조,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0600118091889-bonus-malus-surles-cdd-macron-met-un-coup-de-pression-sur-le-patronat-222059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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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대출 지원
베트남 정부는 시각장애인협회(회장 딩타인뚱,

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협회 뚱 회장

Đinh Thanh Tùng)와 관련협약을 맺고 ‘국가 일자

은 이 기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집중적인 직업

리 및 직업훈련 기금 프로그램(Chương trình vay

훈련을 받아 일자리(주로 제조업, 마사지, 수공예,

vốn từ Quỹ quốc gia về việc làm và dạy nghề)’을

의료기술자)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

통해 시각장애인 13,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고 있고, 이 기금의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상환을 위해 기금을 수급받은 장애인들에게 교육

37,100명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위해 위 프로그램

을 통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기

의 기금 516억 5천만 VND(약 221만 USD)을 대출

준으로 기금 미상환으로 인한 부채금액은 4,100만

해주었고 이 중 13,000명(대부분 시각장애인이며

VND(약 1,756달러)으로 이는 상환기금의 0.07%

기타 장애인은 일부 포함)이 일자리를 갖는 데 성

에 불과하여 상환율은 100%에 가깝다고 밝혔다.

공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2017년). 또한 각 지

다소 아쉬운 점은 기금 신청자에 비해 대출의 실행

방정부에서도 400억 VND(약 171만 USD)의 기금

비율이 30%에 불과해 이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추가 대출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의 직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업훈련유지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하겠다고 밝혔다.1)

지원으로 전체 장애인 빈곤율이 연간 약 1.5% 감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8.11.2), http://baodansinh.vn/hon-13000-nguoi-muduoc-vay-von-tao-viec-lam-d84573.html

베트남 : 퇴직 · 실업 수당 산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발효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0월 24일 퇴직·실업 수

위해 일한 총근로시간에서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

당의 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시행규칙

수급을 받은 시간과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실

(148/2018/ND-CP, 2018년 12월 15일 발효)을

업급여의 수혜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

발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실업

용자를 위한 시간에는 주휴일, 산업재해로 인한 질

수당의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병 치료기간,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기간,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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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한 교육시간, 근로계약의 정지기간(동법 제

근로자가 법률(베트남 노동법 제42조 제5항, 제43

5조) 등이 포함된다. 이 수당의 근로기간 산정 단위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는 1년(만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6개월의 근

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도 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

로기간은 1/2년으로, 7~12개월은 1년으로 간주하

을 따른다.1) 이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수당 산정

여 산정한다. 또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7일(영

을 위한 근로시간의 기준과 구분을 자세히 하고 법

업일 기준)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수당을

률을 위반한 일방적 근로계약의 수당 산정 방법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연장될 수 있지만 그

명확히 하였다.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 또는

1) 노동법 시행 규칙(148/2018/ND), https://thuvienphapluat.vn/van-ban/Lao-dong-Tien-luong/
Nghi-dinh-148-2018-ND-CP-sua-doi-Nghi-dinh-05-2015-ND-CP-huong-dan-Bo-luat-Laodong-37623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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