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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위기를 노동문화의
개혁으로 승화시켜야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18년 노동시장은 롤러코스터에 앉아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형
국이었다. 2017년 취업자가 32만 명 늘었지만 2018년에는 10만 명 미만으로 가라앉았다.

2018년 2월부터 취업자 증가가 곤두박질치더니 7월과 8월에는 5천 명과 3천 명이라는 낯선
숫자까지 보여주었다. 작년 이맘때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던 노동시장 전망은 고용절
벽에 부딪쳤다. 그 이후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12월에도 3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
고, 2019년 첫 달에도 1만 9천 명에 그쳤으니 아직 긴 터널을 다 지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2년간 취업자는 연평균 21만 명 늘었고, 2016년 23만 명과 비교
할 때, 좌절할 수준도 고용참사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인구고령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자 증가의 둔화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와 이에 따른 대내외 경기둔화가 중첩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단기적 현
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홑벌이를 조장하는 장시간근로와 낮은 노동비용에 기대는 비정상적 노동문화에
대한 충분한 성찰 대신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 즉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절
벽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증폭되어 ‘비정상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양상을
보였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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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효과로 전환될 것이므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보완정책은 필요하지만 단기적 현상
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
한국노동연구원(2018년 12월)은, 2019년 경제성장률이 2.7%라는 시나리오하에서, 취업
자가 13만 명(상반기 8만 명, 하반기 18만 명) 늘어나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지
만, 실업자 역시 109만 명으로 다소 늘어나는 한편,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0.7%와 3.9%
로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벗어났던 노동시장이 머잖아 본래의 추세로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2019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은 2018년 전례 없는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3.9%)을 기
록하였고, 이러한 경기호황 국면이 6개월 이내에 경기둔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무역전쟁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직접 미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를 통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작년 하반기 나타난 경제의 이상 징후
나 올해 초 정부 셧다운 등은 경기호황의 종말을 재촉하는 단초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러
한 경고를 받아들여 미래의 경제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의 선회가 필
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의 안정적 둔화추세를 견지하는 중국은, 2018년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에 따른

1990년 이래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6.6%)에도, 산업구조 고도화 및 규제개혁을 통하여 ‘도
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의 안정적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한편, 대학생(졸업 후 6개월 내 취업
률 90% 초과)과 농민공 등 핵심계층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위험요인들에도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
지만, 미국발 불확실성 증가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형 산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고
용창출에 일시적으로 다소간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등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중국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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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실업률은 2.8%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
은 여성과 고령자 및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
은 노동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임금인상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산층을 늘려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는 소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공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초과노동시간 상한의 설정 등 장시간노동을 줄이는 한편, 고
도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정책혼합(policy mix)을 구현
하고 있다.
고용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대외적으
로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회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주어진 제약이
라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시절을 함께 해왔던 노동문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
에서 혁신적으로 재검토하여야만 한다. 장시간노동은 일과 삶의 균형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
별과 저임금노동은 공정임금으로, 정규직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과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백세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생애노동을 최적화하
도록 정년은 연장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일하는 방식의 개혁 역시 필요하다.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노동문화가 교육과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모든 사람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러
한 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불필요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개혁에 따르는 단기적 고통은 당사자들 모두가 나누고, 개혁의 과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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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두가 공정하게 나눠 궁극적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든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이러한 국가에서 각자
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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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2019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Special Feature

2019년 미국 고용 전망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 고용연구소 소장)

■ 머리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이민 정책이 초래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2018년 하반기 미국 경
제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상당 기
간과 2017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 경제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임박한 무역전쟁, 멕시코와의
국경을 주요 타깃으로 한 강경하고 비인간적으로 여겨지는 이민정책, 연방준비제도의 꾸준한 통
화정책 강화,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검사의 거침없는 수사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주식시장은 2018년 9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분기 GDP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그러나 12월이 되면서 주가는 약 20% 하락했으며 경기
둔화 돌입 가능성이 조짐을 드러냈다. 많은 관측자들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질문은 ‘이러한 정
책 불확실성에 대한 현재 시장의 반응을 통해 2019년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고용증가세가 지속되었다. 12월까지 99개월 연속 고용이 증가하는 전례
없는 기록이 만들어졌으며 12월에 예상보다 높은 31만 2천 개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하면서 이
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2018년 12월 전년동기대비 약 290만 개의 일
자리가 추가되었으며 실업률은 약 3.9%에 머물렀다. 그러나 숙련 노동력의 공급 문제는 지속적
인 우려로 남아 있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이 공석률(vacancy rate) 자
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구인건수가 구직자 수를 추월했다. 3%를 상회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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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 노동시장 유인책으로 작용했으며 고용률은 60%에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공석을 채우
기 위해 숙련 이민자들에게 의존하는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호황이 여름까지
이어진다면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이라는 기록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부터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여러 문
제들이 경제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의 평가이지만 일부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9월 역대 최고점을 찍은 주가가 크리스마스 이
브 무렵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12월을 맞이했
다. 주식시장이 반드시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기제는 아니지만 미래 금융
이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동안
물류업체 페덱스를 비롯한 몇몇 주요 미국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했으며, 3
분기 수출은 수출품목 8.4%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아 4.9% 감소했다.

3분기 개인 소비는 소폭 하락했으며 컨퍼런스보드(CB)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몇 포인트 떨어졌다. 주식시장 하락의 (실제 또는 심리적) 영향은 멕시
코 국경 장벽건설 예산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상태로 인해 연방정부 부분 폐쇄인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더 악화되었다. 정부 셧다운1)은 1월 19일 현재 30일째에 이르면서 역
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80만 명 이상의 정부 공무원들이 셧다운 이후 도래한 1월 첫 급여
일자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 교통안전청(TSA) 요원과 항공관제사들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
이 정부가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 미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을까?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기업은 없다. 2019년을 경기하락세 속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대부
분의 기관들은 미 경제가 향후 6개월 동안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2001년부터
1) 편집자 주: 이 글은 1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톱갭(임시 준예산) 법안
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이 일단 해제되었다.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해 셧다운 재발을
막았고,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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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디스의 6개월 이내 경기침체가 시작될 확률 전망과 전망 후 6개월간 실질 GDP 성장률 간 관계
(200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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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개월 이내 경기침체에 들어설 확률

관련 확률을 예측해 온 무디스는 11월 미국 경기가 침체될 확률을 15%에서 17%로 2%p 높
게 조정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은 꽤 낮은 상태이며 2%p 상향조정이 무디스의 경제전
망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사하지 않는다.
[그림 1]은 향후 6개월 이내 경기침체에 들어설 확률에 대한 무디스의 전망과 해당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예측 확률
이 50% 이상이면 경기침체에 들어서게 된다. [그림 1]에서 확률이 1% 증가하면 연간 GDP
성장률 0.08%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3.4%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안에 성장 중단 또는 침체로 들어서려면 예측 확률이 60%에 가까워야 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20여 명 전문가들의 예측 역시 무디스의 전망과
일치한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19년 2분기 실질 GDP 감소 확률을 13.6%, 3분기의
경우 19.1%로 잡고 있다. 무디스의 3분기 예측보다 높기는 하지만 9월 조사에서 본인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낮다.2)
2) 무디스가 사용한 방법은 일련의 지표에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20명가량
의 예측 전문가들에게 추정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추정치를 도출한 기준은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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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건수당 구직자 수

[그림 2] 구인건수당 구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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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019년 실질 GDP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18년 성장률보
다는 낮지만 2009년 경기호황이 시작된 이래 기록된 분기별 평균 성장률보다 0.4%p 더 높
다. 또한 월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고 속도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2010년

10월 이래 고용이 월 평균 20만 명 증가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월평균 182,000명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이 4% 미만에 머물고 구인건수는 평균 추세를 훨씬 넘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석을
채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BLS가 구인건수 추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구인건수
가 구직자 수를 추월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초에만 해도 1건당 1.07명이
던 구인건수당 구직자 수는 2018년 11월 현재 0.85명에 그치고 있다. 2018년 초반 이래 실
업자 수는 70만 9천 명이 줄어들고 구인건수는 85만 건이 증가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숙련
노동자 부족에 대해 불평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소득증가률이 전년동기대
비 3.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노동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구직자를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실업률은

2.1%이다. 고졸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4% 미만이었다. 10대(12.5%), 흑
인(6.6%), 히스패닉(4.4%)의 경우에만 4% 이상을 기록했다. 구직단념자의 수조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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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비해 21% 감소하여 10만 명 정도 줄었다.

■ 무역분쟁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중 미국이 체결한 많은 무역협정이 미국에 끔찍한 합의
였다고 비난하면서 당선이 되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11개국과의 협상에서 탈퇴했다. TPP가 미국
을 포함하여 체결되었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 될 수 있었으며 미국은 급성장하는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떠
난 이후 남은 11개국은 합의문을 일부 수정한 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명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6개 당사국이 협정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자동차 및 기타 제조상품,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비롯하여 관세장벽이 낮아졌으나 미국의 탈퇴로 지적재산권 및 기타 보호와 관련된 까다로
운 조항들이 생략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중국과의 양자 무역분쟁에 돌입했다. 2018년 1월부터 미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다수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그 규모는 2,500억 달러에 달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 수출품에 대해 1,1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대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미국산 농산품의 수입을 거
부했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행히 12월 중국과 미국은 90일간의 휴전을 맺고 추가적 관세 부과나 기존 관세 인상의
한시적 중단에 합의했다. 12월 말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했던 관세를 다시 인하
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다. 1월 초 미국과 중국은 사흘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
에서 동 회의의 성격을 기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비밀 사이버 절도 등과 관련하여 구조적 변화를 성취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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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3) 중국은 “양측이 공통 관심분야를 다루기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해 무역 관련 사안과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공유된 견해를 바탕으로 광범위하
고, 심도 있고, 철저한 논의를 가졌다”고 보다 일반적인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4)
긍정적인 뉴스로는 2018년 10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
코·캐나다협정(USMCA)에 대한 합의를 들 수 있다. 3개국이 합의한 동 협정은 3개국 모두가
비준을 완료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효된다. USMCA는 NAFTA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미국의 낙농가들은 152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소
폭 확대했으며 3개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자동차와 트럭 생산을 확대할 유인책이 증가되었
다. 이 두 조항은 낙농업과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
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국의 경쟁우위를 약
화시키고 당사국들의 광범위한 국내외 공급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NAFTA와 달리 노동자
또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차이점이다. 하지만
NAFTA를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서명된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가장 현대적이며,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균형이 잘 잡힌 무역협정(most modern,
up-to-date, and balanced trade agreement)”으로 칭찬했다.5)
USMC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무역협상의 정치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적으로 강력한 조항 하나를 담고 있다. 협정은 3개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협상하는 방식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동 조항을 중국 조항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과의
일방적 협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2조 10항은 USMCA 당사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와 자유무역 협상을 개시할 때 3개월 전에 타 당사국에 통보할 것으로 요구하
고 있다. 타 당사국은 협정이 서명되기 전에 합의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정이 발
효된 이후 북미 3국 간 체결된 협정을 해지하고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6) 소식통에
3)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4) “ Analysts see ‘ several signs of modest progress’ in latest US-China trade talks,” Everett
Rosenfeld, CNBC,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5)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ebsite,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6) “Nafta’s China Clause Is Latest Blow to Trudeau’s Asia Ambitions,” Josh Wingrove, Bloomberg.
com, 2018년 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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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동 조항으로 인해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관계 유지를 위해 중국과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야심을 접어야 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는 11개국과 함께 TPP에 남았다
면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트럼
프 대통령은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위 말하는 중국 조항을 이용해서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이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
쪽에 줄을 서도록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가장 현대적이며,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균형이 잘 잡힌 무역협정”으로 간주한다.7)

■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미국이 국경을 통제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주로 행정
명령을 이용하여 백악관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시도했다.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이슬
람권 국가, 멕시코,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
하고자 하는 두 차례의 시도는 미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들의 판결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시도에서 대법원이 5 대 4의 결정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존 로버츠 연방 대
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판단
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냈던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2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을 허용한 1944
년 대법원 판결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했다.8)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에 다시 관심을 집
중하고 있다. 수천 명의 불법 외국인들이 놀라운 속도로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나쁜 인격체들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

7)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ebsite,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8) “Trump’s Travel Ban Is Upheld by Supreme Court” Adam Liptak and Michael D. Shear, New
York Times, 2018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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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세우는 근거이다.9)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상이 그릇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
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메시지를 고집하고 있다. 불행히도 그의 메시지를 믿고 따
르는 대중들이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다수가
합법적 통로를 이용한다고 믿는 미국인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의 비율은 76%에 이른다.10) 또한 퓨리서치센터의 2018년 6월 조
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과반수(56%)가 장벽 확대를 반대하고 40%만이 지지하고 있다.11)
이민을 제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H-1B 비자 발급
현황을 조사하고 남용 가능성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12) H-1B 비자는 IT기업들이 국내에
서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없을 때 외국 인재를 고용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약 8만 5천 건의 H-1B 비자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그
러나 행정부의 단속으로 불확실성과 공포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그 영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H-1B 비자를 통한 인재 선발을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
는 상태에서 기업들 사이에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월에 애플, 시스코, IBM을 비롯
한 미국 대표 IT 기업 CEO들은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불
공정 시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커리어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고숙련 인재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정책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공석을 채우기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
는 시점에 H-1B 비자 발급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
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업률이 4%에 못 미치고 고용이 월평균 20만 명 정도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인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9) 신뢰할 만한 모든 자료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미국에 이미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다. 참조: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11/30/
key-findings-about-u-s-immigrants/

10)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11/30/key-findings-about-u-s-immigrants/
11) “How Americans See Illegal Immigration, the Border Wall and Political Compromise,” John
Gramlich, Pew Research Center, 2019년 1월 11일 게재.
12) 트럼프는 2017년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토안보부가 지원자 심사 강화를 목표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동 행정명령은 최근에야 비로소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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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다른 국가에 빼앗기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와 같은 국가
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의 H-1B 비자의 미래에 불안해 하는 인재들에게 훨씬 더 매력
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외국 국적자의 수를 추적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캐나다는 신규 이민자를 거주지가 아닌 시민권을 기준으로 추적) 미국
과 캐나다 양국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취업 알선업체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불
안해 하는 H-1B 비자 보유자들의 문의가 폭증했다.13)

■ 연방정부 셧다운
대통령의 장벽건설 예산에 대한 완고한 주장은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했다. 의회는
주기적으로 부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미 재무부가 채권을 계속
발행하여 정부 운영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미 상·하원은 2018년 12월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장벽건설에 필요한 57억 달러의 세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정부 셧다운은 2019년 1월 19일 현재 30일에
가까워지면서 미 역사상 최장기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8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
급휴가 상태로 2019년 첫 급여 일자에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가 운영을 재개할 때까지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공항 보안 체크포인트에서 일하는 TSA 요원과 항공기 관제사와 같은
필수인력은 무급상태로 근무 중이며 나머지 인력들은 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무급휴가
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무급휴가 중인 많은 공무원들은 직장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중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달 받는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공무원들은 정부 운영이 재개
되어 밀린 급여를 받을 때까지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수단이 없다. 온라인 부동산회사 Zillow
에 따르면 무급휴가 중인 공무원들이 매월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월세는 약 4억 4
천만 달러에 달한다. 덴버와 같은 도시와 웰스파고, 체이스은행 등과 같은 기업들은 무급휴가

13) “Trump’s Immigration Policy Has Foreign Tech Talent Looking North of The Border,” Emily
Rauhala, Washington Post online, 2019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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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을 때까지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14) 정
부 공무원 이외에도 수만 명의 정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결국에는 체불임금을 받게 되겠지만, 이들과 달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근무일수
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셧다운 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다행히 노동부는 셧다운 대상 부처가 아니다. 1만 6천 명의 공무원들은 실업급여와 산재
보험 청구를 처리하고 있으며 탄광과 같은 위험한 근무지에서 안전기준 준수를 감독하고 있
다. 시장이 고대하고 연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월별 고용 및 실업 통계를 제공하는 BLS 역
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BLS는 실업, 고용, 생산성, 시간활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등을 비롯한 모든 주요 통계자료가 일정에 맞게 공개될 것이라는 성명을 웹사
이트에 게재했다. 노동부와 BLS는 2019년 9월까지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은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실업 통계자료의 기반이
되는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는 BLS와 인구조사국이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BLS는 12월 조사 결과를 담은 개인별 파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1
월 실업자 수 추정치를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구조사국과 마찬가지로 상무부 산하에 있
는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도 셧다운 대상 기관이다. 이는 4분기 및

2018년 전체 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정대로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는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 정부 운영 재개에 관한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않고 있다.

14) “ Amid Government Shutdown, Here's What Companies Are Doing To Support Federal
Employees,” David Hessekiel, Forbes on line, 2019년 1월 18일자 검색(www.forbes.com/sites/
davidhessekiel/2019/01/10/amidst-government-shutdown-heres-what-companies-aredoing-to-support-federal-employees/#2aaec1c56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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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보호 및 복지
노동자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법률은 대부분 주 의회에서 다루어져 왔다. 연방의회는 초당
적 지지가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몇
몇 주들은 두 가지 종류의 조항들을 통과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출산휴가 확대(일부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정책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는 부모들이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총 12주의 유급 또는 무급 일자
리 보장 휴가(job-protected leav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휴가 중에도 근무기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휴가 사용을 위해, 노동자는
휴가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최근 12개월 이내에 최소 1,250시간의 근무이력이 있어야 하며,
반경 75마일(약 120km) 이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적어도 2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 뉴욕주 역시 12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
한 기준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런 종류의 법률들이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져 있다. 미국은 OECD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
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FMLA)이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게 제한적인
가족돌봄 필요에 대해 연방 차원의 무급휴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고용주들에게 유
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 법률하에서 노동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PFL)를 사
용할 수 있다. BLS 조사에 따르면 PFL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분야별로 비율이 상이한데, 정보(34%), 금융(31%), 전문직 및 관리직(27%), 교
육 및 의료보호 서비스(20%) 등과 같은 부문의 경우 비율이 평균을 훨씬 넘어선다. PFL의 사
례로 미국의 대표적인 시리얼 기업 제너럴 밀스가 제공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비
노조 생산직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산모는 18~20주까지 급
여가 전액 지급되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2주의 육아휴가, 2주의 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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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직계가족의 돌봄), 최대 4주의 장례휴가가 있다. 웰스파고, 리버티
상호보험 등과 같은 기업들도 유사한 PF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특정한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주 차원의 가족휴가보험(Family Leave Insurance: FLI)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휴가 중 받지 못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실업
보험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기간과 임금대체율은 주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운영 중
인 주 단위 FLI 제도하에서는 4주(로드아일랜드)에서 8주(뉴욕)까지 다양하다. 뉴욕의 경우
신규 제도가 완전히 이행되는 2021년에는 휴가기간이 최대 12주로 확대된다. 자격요건은 보
통 주 내 최저고용기간, 최저소득, 보험금 납부 등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 차원
FLI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모두 급여세(payroll tax)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15)
몇몇 주는 또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고용주가 첫 채용면접에서 범죄경력 또는 급여이
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면접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관련 질문들
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채용 전에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 마지막 단계에서 급여
이력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의 노동자 보호 법률로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 AB450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장 없
이 작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장 없이는 직원의 인사기
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주들이 인구가 가장 많고 노동기준 설정에서 선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사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보호 법률 제정 이외에도 많은 주들이 관할권 내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6개 주는 2019년 시간당 0.5달러를 인상했으며 4개
주의 경우 0.85달러를 인상했다.

15) Paid Family Leave in the United States, Sarah A. Donov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년 9월 12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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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미국 경제는 행정부의 무역 및 이민 관련 정책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 몇 주간
경기둔화 우려 양상을 드러냈지만 아직은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은 월별 일자리 증가 기
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소득증가율 역시 연 3%를 넘
어섰고 구인건수가 구직자 수를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에 경기침체에 들어설 가능성
을 20% 이하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가능성이 유의미한 경기둔화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며 실제 경기침체를 초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경기호황이 궁
극적으로 그 종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력에 대한 유인책이나 이민 증가
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외 이
전 또는 사업규모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해외 이전은 고용증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사
업규모 축소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의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행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
은 이민과 무역정책이 경기호황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2018년 하반기 경제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와 2019년을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으
로 시작하면서 출발이 불리했다는 점이 충분한 경고로 작용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래 경
제성장에 보다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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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2019년 전망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

■ 머리말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 일본을 넘어서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을 자축하기도 전에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최대 위기
에 봉착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로 중
국은 최대 1,160만 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고, 실업률도 최대 5.0%p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장
난감, 방직의류, 피혁제품, 전기설비 제조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과 항공, 고속철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하이테크 기술제품 등 기술유입과 자금대출 방면에서 미국 의존도
가 높은 기술집약형 산업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관(东莞), 심천(深圳), 주해(珠海), 소
주(苏州) 등 지역 기업의 경영난과 파산으로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일자리 관련 통계자료만을 놓고 본다면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말 현재 도시지역 취업자 수는 4억 3,419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957만 명 증가했다. 그리고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등기실업률, 청년실업률, 대졸자 취업
률 모두 지난해보다 양호했다. 이처럼 중국경제가 미중 통상마찰의 확대로 둔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 국가통
계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고용노동 관련 통계자료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발간
하는 ‘중국사회형세 분석 및 예측(2019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중국경제형세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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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2019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등을 중심으로 2018년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2019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2018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기본현황
고용시장 대체로 안정, 정부 일자리 목표 조기달성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90조 309억 위안(한화
약 1경 4,938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고,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했다.1)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중국정부가 설정했던 6.5%라는 목표를 달성
했지만, 중국경제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그림 1 참
조)와 세계경제의 악화 및 미중 무역전쟁 등 복잡했던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으로 안정 속에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존재한다.

[그림 1] 연도별 중국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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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1) 赵同录：经济运行稳中有进 发展质量不断提高 (http://www.stats.gov.cn/tjsj/sjjd/ 201901 /
t20190122_1646234.html, 최종검색일: 2019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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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镇新增就业人数)2)’는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를 확
인할 수 있는 고용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인력자원과 사회보
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루아이홍(卢爱红) 대변인은 지난 1월 24일 있었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18년 4/4분기 언론브리핑(人社部2018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에서 “2018년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평온했고, 안정 속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3)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2018년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는 한 해 목표치인 1,100만 명의 123.7%를 초
과 달성한 1,361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 명 증가하여 연속 6년 1,300만 명을 초과했다
(그림 2 참조).4) 또한 도시지역 실업자 재취업자 수는 551만 명, 취업취약계층 중 181만 명
이 취업에 성공했다(그림 3 참조).

[그림 2]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그림 3] 도시지역 취약계층 취업자 수
(단위 : 만 명)
도시지역 실업자 재취업자 수

1,370

1,361

1,360

1,351

1,350

566

취업취약인원 취업자 수

567

551

558

554

551

400

1,330

1,310

600
500

1,340

1,320

(단위 : 만 명)

1,322
1,312

1,310

300

1,314

200

1,300

180

177

173

169

177

181

100

1,290

0

1,28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2)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城镇新增就业人数)란, 일자리업무 상황을 반영하고 국가 고용노동정책
을 실행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성(省) 위원회, 성(省) 정부 각 시(市)와 주(州) 업무를 고과하는 주요 지
표 중 하나이다.
3) 자세한 내용은 人社部 2018 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 (http://www.china.com.cn/zhibo/content_
74402631.htm,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을 참조.
4) 2018년 3월 전국 양회(兩會)에서 통과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2018년 한 해 일자리
업무의 핵심 목표로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5.5% 이내,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5% 이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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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등기실업률 3.8%, 2002년 이래 최저치 기록
2018년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당초 우려와 달리 실업률이 치솟거
나 대규모 감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 말 현재,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3.8% 수준으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4 참조). 도시지역 등기실업률(城镇登记失业率)
이란, 중국 특색의 실업 통계지표로 여기서 실업자는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성, 16세 이
상 45세 이하의 여성 중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동시에 당해지역 취업서비스기구에 구직등
록을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실업률은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된
기초통계이고, 실제 실업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중국정부는 이를 개
선하기 위해 2018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예상목표에 포함시켰다. 조사실
업률(调查失业率)이란, 제도나 표본분포 등이 모두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조사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 2018년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4.9%로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
했고, 월간 중국 도시지역의 조사실업률은 4.8%에서 5.1% 사이를 유지했다. 특히 25~29세
청년층 조사실업률은 4.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림 5 참조).5)

[그림 4] 연도별 중국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그림 5] 연도별 중국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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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5) 李希如：就业形势总体稳定 服务业就业进一步扩大 (http://www.stats.gov.cn/tjsj/sjjd/ 201901 /
t20190122_1646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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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농민공 등 핵심계층 고용안정 유지
2018년 당해연도 대졸자 수(전문대 포함)는 처음으로 800만 명으로 넘어선 820만 명에
이르렀다(그림 6 참조). 사상 최대인 대졸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취업현황은 전반적으로 안정
적인 모습을 유지했고, 취업률도 소폭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졸자 졸업 시즌인

7월에 청년실업률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낮아졌고 9월 말 현재 20
세 이상 24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청년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6) 한편 2017년 당해 연도 대졸자의 졸업 후 반년 후 취업률은 91.9%로 2016년, 2015년
의 91.6%, 91.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농민공 수는 2억 8,836만 명으로 전년동기대
비 184만 명(0.6% 증가)이 증가했다(그림 7 참조). 이 중 ‘당해 지역 농민공(本地农民工)’ 수
는 1억 1,57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했고, 고향을 떠나 도시지역 비농업 부문에
서 6개월 이상 종사하는 농민공을 의미하는 ‘외출 농민공(外出农民工)’ 수는 1억 4,266만 명
[그림 6] 연도별 중국 대졸자 수 현황
900

4.6

800
700

660

680
3.0

600

699

727

749

765

795

820

3.9

3.1

5.0
4.5
4.0

4.0

3.0

2.8

3.5
3.0

500

2.1

400

2.5
2.0

300

1.5

200

1.0

100

0.5

0

0.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졸자 수(만 명)

2016

2017

2018

증가율(%)

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6) 자세한 내용은 李希如：就业形势总体稳定 服务业就业进一步扩大 (http://www.stats.gov.cn/tjsj/
sjjd/201901/t20190122_1646255.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26_

2019년 2월호 <<

[그림 7] 중국 농민공 수 및 증가율

[그림 8] 연도별 신세대 농민공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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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농민공 수는 1
억 5,808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5만 명 감소했고, 중서부 지역 농민공 수는 1억 2,04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8만 명(3.2%)이 증가하여 중국 전체 증가율보다 2.6%p 높았다.8) 농
민공의 월평균소득은 3,721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다.9)
한편 ‘2017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17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에 의하면, 농민공
중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新生代农民工)이 전체 농민공의 50.5%로 전체 농
민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노동수요 증가, 노동공급 감소, 구인배율 증가세
‘중국 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监测中心)’의 ‘2018년 4/4분

7) 자세한 내용은 2018年经济运行保持在合理区间 发展的主要预期目标较好完成(http://www.stats.gov.
cn/tjsj/zxfb/201901/t20190121_1645752.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8) 자세한 내용은 李希如：就业形势总体稳定 服务业就业进一步扩大 (http://www.stats.gov.cn/tjsj/
sjjd/201901/t20190122_1646255.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9) 자세한 내용은 2018年经济运行保持在合理区间 发展的主要预期目标较好完成(http://www.stats.gov.
cn/tjsj/zxfb/201901/t20190121_1645752.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

_27

기 중국 89개 도시 공공취업 서비스기구 시장수급 현황 분석’에 의하면,10) 2018년 이래 구직
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4분기 현재 도시지역 기업체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모집한 인원은 약 438만 명이
고, 노동력시장에 진입한 구직자 수는 약 343만 7천 명으로 구인배율은 1.27로 전년동기대
비 0.05, 전월분기대비 0.02 증가했다.
구인배율 변화추세를 보면, 2015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였고, 2016년 3/4분기 이래 구인배
율은 1.1 이상이고, 2017년 4/4분기 이래 연속 4분기 1.2 이상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
다(그림 9 참조).
지역별로 보면,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북지역과 서부지역 노동수급이 모두 증가했고, 전 분기와 비교하면,
동부, 중부, 서부지역 노동수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구인

[그림 9] 연도별 구인배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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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10) 자세한 내용은 ‘2018年第四季度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2018년 4/4분기 일부
도시 공공취업 서비스기구 시장수급 상황 분석(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
szrs/sjfx/201902/t20190201_310090.html,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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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은 각각 1.27, 1.22, 1.39로 전년동기대비 동부지역의 노동수요와 구직자 수는 각각 0.9
만 명(0.4%), 5.6만 명(2.9%) 감소했고, 중부지역의 노동수요는 3.5만 명(3.2%) 증가한 반
면 구직자 수는 3.1만 명(3.4%) 감소했으며, 서부지역 노동수요와 구직자 수는 각각 7.4만 명
(10.1%), 1.8만 명(3.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86 . 6 %의 노동수요는 제조업( 33 . 3 %), 도소매업( 12 . 8 %), 숙박요식업
(10.0%), 주민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9.4%),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8.9%), 정보전송컴
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5.0%), 부동산업(3.8%), 건축업(3.5%)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차 산업의 노동수요는 0.1%p 감소했다. 이 중 제조업(2%p) 이외
에 광업(-15.8%p), 전력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14.5%p), 건축업(-7.8%p) 등 노동수요
가 다소 감소했다. 반면 3차 산업의 노동수요는 4.8% 증가했다. 이 중 과학연구기술서비스와
지질탐사업(37.7%), 공공관리와 사회조직(37%), 부동산업(22.9%),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
업(15.2%), 수리환경과 공공설비관리업(13.8%), 교육업(7.3%), 도소매업(7.1%) 등 노동수요
가 다소 증가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52.7%(전년동기대비 0.7%p 감소)의 노동수요는 채용하고자 하
는 자의 기술등급(33.9%) 혹은 전문기술직함(18.8%)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었고, 노동공
급 측면에서 보면, 52.5%(전년동기대비 2.6%p 감소)의 구직자는 일정한 기술등급(34.1%)
혹은 전문기술직함(18.4%)을 가지고 있었다. 수급 대비에서 보면, 각 기술등급 혹은 전문기
술직함의 구인배율은 1.7보다 컸고, 이 중 고급기능, 고급공정사, 고급기사 구인배율은 각각

2.39, 2.01, 2.01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증가, 15개 성급행정단위 최저임금 기준 인상
2018년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8,228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7%(명목) 증가했
고, 물가상승 효과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6.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측면에서 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중국 31개 성급행정단위(省级行政单位, 성, 자치
구, 특별시) 중 북경시(北京市), 요녕성(辽宁省), 상해시(上海市), 강소성(江苏省), 안휘성(安徽
省), 강서성(江西省), 산동성(山东省), 하남성(河南省), 광동성(广东省),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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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 기준(20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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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http://www.mohrss.gov.cn).

族自治区), 해남성(海南省), 사천성(四川省), 운남성(云南省), 티벳(西藏), 신장위구르자치구(新
疆维吾尔自治区) 등

15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 이 가운데 상해시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이 2,420위안(한화 약 40만 1,500원)으로 중국 성급행정단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상해시를 포함한 광동성, 북경시, 천진시, 강소성, 절강성 등 성급행정단위의 월 최
저임금 기준은 모두 2,000위안(한화 약 33만 1,800원)을 넘어섰다. 비전일제 노동자에게 적
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북경시가 24위안(약 4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 최저
임금 기준을 인상한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고, 평균 인상률도 지난해 1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현재 중국경제의 둔화와 침체 압력을 고려한 것
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8월 12월 말 현재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2개에서 기업 임금가이드라인11)을 발
표했는데, 평균 7%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가이드라인의 기
준선과 상한선이 다소 축소되었다.
11) 기업 임금가이드라인(企业工资指导线)이란, 정부가 당해 연도 경제발전 통제목표를 근거로 기업에 발
표하는 연도 임금인상 수준의 근거로 강행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임금단체협상 등 기업 임금인상 수
준의 참고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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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주요 도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현황(2017~2018)
2017

2018

지역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

하남

7.5

12.0

3.0

12.0

16.0

3.0

산서

8.0

12.0

4.0

8.5

12.5

4.0

북경

8.5

14.0

4.0

8.5

13.0

4.0

강서

8.0

-

3.0

8.0

-

3.0

복건

8.0

12.0

3.0

8.0

12.0

3.0

상해

-

-

-

8.0

-

3.0

감숙

7.0

13.0

3.0

8.0

14.0

4.0

천진

9.0

14.0

3.0

7.5

12.0

3.0

섬서

7.0

12.0

3.0

7.5

12.0

3.0

안휘

7.0

11.0

3.0

7.5

12.0

4.0

호북

8.0

10.0

3.5

7.5

10.0

3.5

해남

9.3

10.2

3.0

7.1

8.9

3.4

내몽고

8.0

12.0

2.0

7.0

10.0

1.5

산동

7.5

12.0

3.0

7.0

11.0

3.0

사천

7.5

12.0

3.0

7.0

11.0

3.0

운남

7.0

13.0

3.0

7.0

11.0

2.0

광서

8.0

12.0

2.0

7.0

11.0

2.0

녕하

7.5

13.0

2.0

7.0

13.0

2.5

신장

8.0

10.5

3.0

7.0

10.0

3.0

요녕

-

-

-

7.0

10.0

4.0

길림

7.0

12.0

3.0

6.0

10.0

3.0

청해

7.0

13.0

3.0

6.0

12.0

3.0

자료 : http://finance.ifeng.com/a/20181208/16610388_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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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12) 발생건수 증가
2018년 3/4분기 현재 중국 노동분쟁조정중재기구가 처리한 노동인사분쟁13) 건수는 전
년동기대비 6.7% 증가한 129만 7천 건,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수는 150만 명으로 나타났
다. 처리 결과로 보면, 종결된 안건 수는 117만 건이고, 조정성공률은 67.7%, 중재재결률은

88.9%로 나타났다.14) 그리고 2018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통계속보(2018年人力资源和
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15)에 의하면,

2018년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수리된 노동분쟁 안건 수

는 89만 4천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했고,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수는 111만 명으
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 개별적 노동분쟁
안건 수가 증가했고,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수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북경시를 예로 들면, 노동분쟁 안건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북경시 중재기구
가 수리한 노동인사분쟁 안건 수는 4만 5천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했다. 북경시
노동분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분쟁 수가 역사상 가장 많았다. 2018년은 2017년
같은 기간에 수리된 안건 수를 초과했다. 둘째, 전체 노동분쟁의 95%가 민영기업에서 발생했
다. 이 중 주식제연합경영기업이 30% 이상을 차지했고, 자영업 및 사영기업은 50% 이상을
차지했다. 셋째, 노사 갈등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
분 승소한 안건 수가 전년동기대비 3%p 증가해 75% 이상을 차지했다. 넷째, 분쟁원인이나
요구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분쟁의 요구유형이 대체로 유사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상호 교차
12) 중국에서는 노동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동쟁의(劳动争议)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법률, 법규의 집행과 노동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즉 노동자와 기
업 간 노동관계 중의 권리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결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집단적 노동
분쟁)을 의미하는 노동쟁의와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노동쟁의 대신 노동분쟁으로 고쳐 쓴다.
13) 노동인사분쟁은 노동분쟁과 인사분쟁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이다. 인사분쟁은 국가기관, 사업단위(비
영리기관) 업무인원 등과 그 기관이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 도급 등 다른 법률관계를 기초로 체결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14) 乔健·张原(2018), 「2018：中美经贸摩擦背景下的中国职工状况」,『 2019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
会科学文献出版社.
15) 2018年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
dtyjsu/,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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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동분쟁 안건 수 및 관련 노동자 수
(단위 : 건, 명)
1,400,000
1,200,000
1,000,000

1,159,687
997,807

800,000
600,000

715,163

1,112,408

1,110,000
979,016

813,859

828,410

785,323

2015

2016

2017

894,000

400,000
200,000
2014

노동분쟁 안건 수

2018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수

자료 : 2014~2017 자료는 국가통계국; 2018년 자료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하는 상황이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계약, 사회보험 및 복리처우와 관련된 분쟁
안건이 대부분이고, 요구내용은 주로 노동관계의 확인, 경제보상금 지급, 사회보험료 지급, 임
금차액, 연장수당 지급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분쟁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형 안건이었다.16)

파업 등 단체행동 민영기업 증가, 제조업 감소, 소규모 추세17)
홍콩의 노동NGO인 중국노공통신(中国劳工通讯)은 언론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중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수집하여 파업지도(Strike Map)를 만들고

16) 乔健·张原(2018),「2018：中美经贸摩擦背景下的中国职工状况」,『 2019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
会科学文献出版社.

17) 이하,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노공통신(China Labour Bulletin)의 ‘2018 중국 노동관계 개황 회고
(2018中国劳动关系概况回顾)’의 글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https://clb.org.hk/content/2018%E4
%B8%AD%E5%9B%BD%E5%8A%B3%E5%8A%A8%E5%85%B3%E7%B3%BB%E6%A6%82%
E5%86%B5%E5%9B%9E%E9%A1%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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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업소유제별 단체행동 발생 현황
(단위 : 건, %)
중외합자기업
10(0.6)

불명확
195(11.5)

기타
13(0.8)

홍콩마카오대만
23(1.4)

외자기업
16(0.9)

민간기업
1,247
(73.3)

국유기업
198(11.6)

민간기업
국유기업
외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
중외합자기업
불명확
기타

[그림 13] 업종별 단체행동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교통업
269(15.8)

제조업
265(15.6)

건축업
763
(44.8)

광산업
27(1.6)
기타
26(1.5)
서비스업
229(13.5)

교육업
65(3.8)

건축업
소매업
교육업
서비스업
기타
광산업
제조업
교통업

소매업
56(3.3)

자료 : 2014~2017 자료는 국가통계국; 2018년 자료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있다.18) 파업지도를 살펴보면(2019년 2월 1일 기준),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파업 등 단
체행동은 1,702건이었다. 이 중 73.3%에 해당하는 1,247건이 민영기업에서 발생했고, 국유
기업은 198건(11.6%), 외자기업 16건(0.9%), 홍콩·마카오·대만기업이 23건(1.4%), 중외합
자기업이 10건(0.6%) 등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과 관련된 단체행동은 3건에 불과

18) 자세한 내용은 https://maps.clb.org.hk/strikes/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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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9)
지난해 발생한 대부분의 파업 등 단체행동은 참가자 10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되었고,20)
지속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과거와 같이 경제가 발달되
어 있는 광동성(广东省), 강소성(江苏省), 절강성(浙江省) 등 동남부 연해 지역에서 많이 발생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21)
업종별로 보면, 건축업이 763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고, 교통업 269건(15.8%), 제
조업 265건(15.6%), 서비스업(13.5%)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특징을 보면, 첫째, 최근 들
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 단체행동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파
업 등 단체행동은 2014년 41%에서 2018년 15.6%로 감소했다. 그리고 2018년 제조업에
서 발생한 파업 등 단체행동 중 19%는 공장이전 혹은 조업중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
로, 이는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향후 이 비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건축업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이 전체의 44.9%로 가장 많았고, 이 중 98%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현금흐름이 나빠져서 건축업의
임금체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난해 운수업에서 발생한 파업 등 단체행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운수업체 간의 악성경쟁, 일방적인 운임인하,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장거리 트럭기사, 화물차 기차들과 디디추싱(滴滴出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예약 차량 플랫
폼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택시기사들이 잇달아 운행거부 등 대규모 단체행
동에 나섰다.

19) 한국과 관련된 3건의 사건 중, 2건은 북경시, 강소성의 롯데마트 폐업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한온시스템(옛 한라공조)이 자동차 부품업체 캐나다 마그나(MAGNA)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단체행
동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은 2건에 불과했다.
20) 파업 지도의 의하면, 전체 단체행동 등 파업의 89.5%가 참가자 10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행동 등 파
업이었다.
21) 지역별로 보면, 광동성이 167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서부 내륙지역의 하남성이 142건
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섬서성(102건)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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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평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경제에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의 우려와 달리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실업률, 구인배
율 등 각종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원인이 상호작용한 것으
로 풀이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경제의 안
정적인 성장세에 따른 결과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잠정 집계한 2018년 GDP는 90조 309
억 위안으로 사상 처음으로 90조 위안을 돌파해 중국 경제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루아이홍 대변
인은 언론브리핑에서 13·5 발전규획(2016~2020) 이래 GDP가 1%p 증가할 때마다 창출되
는 도시지역 신규증가 일자리는 190만 개 안팎으로 12·5 발전규획(2011~2015) 시기보다

30만 개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22)
다음으로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들 수 있다. 3차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
보다 크다. 2018년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46조 9,600억 위안(한화 약 7,792조 728억 원)
으로 전년동기대비 7.6%p 늘어나 GDP의 52.2%를 차지했다. 한편 GDP 중 1차 산업, 2차 산
업,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2%, 40.6%, 52.2%로 전년동기대비 3차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p 증가했고, 3차 산업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9.7%
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신산업, 신업종, 신비즈니스모델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부가가
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전송·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교통운수·창고와 우정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각
각 30.7%, 8.9%, 8.1% 증가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서비스업의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 작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취업비중은 1차(27.4%), 2차(28.0%), 3차(44.6%)로 나타났고, 이 중 1차, 2
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7%p, 0,1%p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0.8%p

22) 자세한 내용은 人社部 2018 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 (http://www.china.com.cn/zhibo/content_
74402631.htm,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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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 국내총생산액 현황
지역

GDP(억 위안)

비중(%)

증가율(%)

900,309

100.0

6.6

1차산업

64,734

7.2

3.5

2차산업

366,001

40.7

5.8

3차산업

469,757

52.2

7.6

67,538

7.5

3.6

305,160

33.9

6.1

264,820

29.4

6.2

건축업

61,808

6.9

4.5

도소매업

84,201

9.4

6.2

교통운수, 창고와 우정업

40,550

4.5

8.1

숙박 및 요식업

16,023

1.8

6.5

금융업

69,100

7.7

4.4

부동산업

59,846

6.6

3.8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기술서비스업

32,431

3.6

30.7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24,427

2.7

8.9

139,224

15.5

6.3

GDP

농림목어업
공업
#제조업

기타서비스업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정보전송·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수리·환경과 공공시설관리업, 교육, 위생과 사회
업무, 문화·체육과 레저업 등 신흥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마지막으로 규제개혁(放管服)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23)’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규제개혁
에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면서 창업이 증가하고 새

23)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万众创新)이란,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혁신을 한다는 의미로 창업
과 혁신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솽촹(双创)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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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고용형태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기업에서 대규모로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 사영기업, 자영업자가 흡수한 도시지
역 취업자 수가 이미 전체 취업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창업기업 1개사당 종사자
수는 8.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4) 2018년 신설기업 수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해 하
루 평균 1.84만 개 기업이 새로 생겼다.25) 이와 같이 창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끊임없이 확
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오픈 마켓, 공유경제 플
랫폼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고용형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켰다. 유연성과 공
평성을 특징으로 갖는 신경제, 신업태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문턱이 높았
던 고용분야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
인 타오바오(淘宝), 징동상점(京东商城)은 장애인에게 CS업무, 온라인 판매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우버(中国优步),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온라인 차량예약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등록기사 중 55%가 다른 일자리에서 저학력, 고령, 호구 등 문제로 차별을 받
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와 같이 신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변화시켰고,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중국 신업태의 종사자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 2017(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2017)’에 따르면, 2016
년 중국에서 공유경제활동 참가자 수는 6억 명으로 2016년에 대비 1억 명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서비스 제공자 수는 6,00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000만 명 늘어났고 이 중 플랫폼
종업원 수는 약 585만 명으로 2016년 대비 8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杨宜勇·党思琪(2018),「2018~2019年的就业形势及其对策」,『 2019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
学文献出版社.

25) 자세한 내용은 人社部 2018 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 (http://www.china.com.cn/zhibo/content_
74402631.htm, 최종검색일 2019년 2월 1일) 참조.
26) 杨宜勇·党思琪(2018),「2018~2019年的就业形势及其对策」,『 2019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
学文献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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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 2019년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고용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고속성
장기에 비해 많이 더뎌졌지만,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과거(2011~2015) 160만 개의 일
자리가 창출되었다면, 현재(2016~2020)는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의 규모와 질량이 향상되면서 중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리스크에도 불구
하고 2018년 중국정부가 설정한 일자리 관련 업무 연간 목표치는 조기에 달성되었다. 하지
만 2019년 중국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미중 간의 무
역 갈등 심화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형 산
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과거와 같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쳐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노동분쟁이 지
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발생한 선전시
지아쓰 과학기술 주식유한회사(深圳佳士科技股份有限公司)(이하, JASIC이라고 함)의 단체행
동은 중국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
른 단체행동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
호하기 위해서는 공회(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 과정에 대학생 및 마오주의 좌
파청년단체가 동조하면서 참가노동자와 수십 명의 대학생이 연행되거나 퇴학을 당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대부분의 파업 등 단체행동은 민영기업에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는 기업공회가 없거나 설립되어 있더라도 사측의 통제를 받고 있어
노동자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대표할 수 없어서 향후 JASIC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 터질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중국정부가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_39

2019년 2월호 pp.40~5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③ 2019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Special Feature

2019년 일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총괄연구위원)

■ 머리말
일본에서는 ‘70년 만의 대개혁’이라고 평가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한 사실상 최초로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허용하는 법도 2018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
하여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 2가지 노동정책은 2019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현황을 살펴보
고, 상기한 2가지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것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간단하게 전망하기로 한다.

■ 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1억 1,117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 1억 1,108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2000년 6,44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6,280만 명
까지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증가하여 2017년 6,530만 명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약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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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는 2018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10월에 6,725만 명을 기록하였다. 취업
자 수는 남녀별로 차이가 있다. 남성 취업자 수는 2000년 3,817만 명에서 2013년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3,620만 명까지 하락했다가 그 후 증가하여 2017년 3,672만 명을 기록하
였다. 2017년 남성 취업자 수는 2000년 대비 3.8%p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취업
자 수는 2,629만 명에서 2,859만 명으로 8.8%p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남성 취업자 수의
감소가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로 상쇄되어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이 작았다.
연령별로 2000년 이후 취업자 수의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2000년 이후 일본의 취업
자 수 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노동력의 고령화이다. 55
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취업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23.5%에서 2017년 29.7%로
증가하였다. 특히 그중 65세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7.5%에서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

55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2006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으로 건강 등
특정한 문제가 없는 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한 조치, 2013년 희망자 전원에 대해 고용
을 의무화한 조치의 영향이 컸다고 보인다. 이러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은 연금수급연
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둘째, 15~24세 연령층은 2000년 692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472만 명
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26까지 하락했으나 그 후 약간 증가하여 최근 1.43을 회복하였다. 15~24세 연령층 취업자
수의 추이는 출산율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고용상황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장기불황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였는데, 그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하
였다. 2013년부터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호전되었고 그 결과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25~34세 연령층은 55세 고령자 층과는 반대로 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35~44세 연령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약간 감소하고 있고, 45~54세 연령층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요인을 찾기 힘드나 여성의 취업률의 변화가 주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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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년 이후 연령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만 명)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2000

692

1423

1253

1564

1031

482

2001

661

1452

1246

1572

1001

480

2002

627

1438

1251

1513

1025

477

2003

602

1435

1277

1451

1075

477

2004

583

1433

1295

1394

1143

480

2005

580

1419

1324

1350

1189

495

2006

573

1403

1364

1321

1218

510

2007

560

1359

1407

1310

1254

539

2008

546

1321

1439

1294

1255

553

2009

513

1277

1453

1280

1227

565

2010

492

1247

1472

1291

1227

570

2011

481

1217

1503

1286

1235

571

2012

472

1192

1514

1301

1205

596

2013

483

1173

1522

1336

1177

637

2014

486

1158

1523

1365

1158

682

2015

488

1136

1509

1400

1137

732

2016

512

1130

1482

1445

1126

770

2017

519

1124

1458

1489

1134

807

자료 :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各年.

35~44세 연령층 여성의 취업률은 2000년 62.9%에서 2017년 73.3%로, 45~54세 연령층
은 67.8%에서 77.0%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다른 연령층에서도 확인할 수 있
는데 같은 기간 25~34세 연령층의 취업률은 59.3%에서 75.7%, 그리고 55~64세 연령층은

47.8%에서 62.0%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여성 취업자 및 취업률 증가는 주로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49.3%
에서 2014년 56.7%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약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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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0년 이후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추이
(단위 : %)
평균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2000

47.1

43.0

59.8

62.9

67.8

47.8

14.3

2001

46.8

42.4

60.8

63.5

67.9

47.2

13.7

2002

46.1

41.0

61.2

63.0

67.3

47.1

13.1

2003

45.9

40.7

62.0

63.3

67.7

47.5

12.9

2004

46.1

40.6

63.6

63.3

68.2

48.6

12.8

2005

46.3

41.7

64.0

64.0

69.1

49.4

12.6

2006

46.6

42.1

65.1

64.7

70.2

50.1

12.8

2007

46.6

41.6

65.7

65.4

71.2

51.3

12.8

2008

46.5

41.8

66.3

65.2

71.4

51.7

12.9

2009

46.2

41.1

67.3

65.0

71.0

51.7

13.0

2010

46.3

40.5

68.0

65.2

71.5

52.0

13.1

2011

46.2

40.2

68.3

65.9

71.6

51.9

13.0

2012

46.2

39.0

69.1

66.7

72.2

52.4

13.2

2013

47.1

40.6

70.7

68.6

73.3

54.2

13.7

2014

47.6

41.0

71.6

70.1

73.9

56.0

14.3

2015

48.0

40.9

72.1

71.2

74.8

57.9

15.0

2016

48.9

42.9

73.9

71.8

76.0

59.6

15.8

2017

49.8

42.9

75.7

73.3

77.0

62.0

16.3

자료 :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各年.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로 임금 비용 절약, 1일 또는 1주일 단위의 바쁘거
나 한가한 시간에의 대응, 임금 이외의 노무 비용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노동자가 비정
규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성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 사정에 맞는 시간
에 일할 수 있어서”가 가장 많은 40.6%, “가계보조나 학비조달 등”이 38.2%, “일·가정 양립
의 용이함”이 35.9%를 차지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용이함이라는 응답 비율
이 증가하고 있고 가계보조나 학비조달 등의 경제적 요인은 큰 변화 없이 약 40%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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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성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
58.0

55.8

56.0
54.0
52.0
50.0

50.6

51.7

52.5

52.8

53.5

53.6

53.3

53.8

56.7

56.3

55.9

54.5

54.4

55.5

49.3

48.0
46.0
44.0

자료 :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詳細集計）」各年.

[그림 2] 여성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이유(복수응답, 최대 3개)
(단위 : %)
0

5

10

15

20

25

30

35

40
40.6

개인 사정에 맞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

32.3
38.2

가계보조나 학비조달 등
일·가정 양립의 용이함

26.1
26.6

통근시간이 짧아서
21.1
21

용돈을 벌기 위해서
15.9
16.6

근무시간, 근무일수가 짧아서

15.6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전문자격이나 기능을 살릴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간단한 일이라 책임이 적어서

11
7.5
6.6
8
5.9
8.2

2014

18.6

33.3
30

35.9

32.3

25.9
25.8
24.1

15.4
13.1

9.5

2010

2003

자료 : 厚生労働省,『 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 2014年、2010年、200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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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3.4

42.6
41.1

50

고 있다. 일·가정 양립의 용이함과 관련이 있는 개인 사정에 맞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는

2010년 조사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통근시간이 짧아서나 근무시간, 근무일수가 짧아서
라는 물리적인 시간 요인은 줄어들었는데, 그와 함께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2010
년 이후 감소하였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비자발적 요인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문자격이나 기능을 살릴 수 있어서라는 적극적인 요인은 비율 그 자체는 낮지만 증가하였
다.
여성의 비정규직 선택 요인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남성 정규직의 임금수준이 2000년 이후 기본적으로 억제되었던 것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즉 남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1년 34.1만 엔에서 매년 약간 증감을 거
듭하면서 2009년 32.7만 엔으로 최저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간 증감을 보이며 2017
년 33.6만 엔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남성의 임금이 억제된 상황에서 여성(주로 주부)이 적극
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결과 여성 취업자 수나 취업률이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의 2000년 이후 일본의 실업률 그래프에서 2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다. 1990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된 가운데 2000년 전후 IT 버블 붕괴로 2000년대 초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5.4%를 기록하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09
년에는 실업률이 5.1%를 기록하였다. 2012년 말 아베 수상이 내건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그림 3]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 추이
(단위 : %)
6.0
5.0

5.0

4.7

5.4

5.3

5.1

4.7

4.4

4.1

3.9

4.0

5.1

4.6

4.3

4.0

4.0

3.6

3.4

3.1

3.0
2.0
1.0

2.8

1.54
1.23 1.39
0.98 1.06 1.02 0.77
0.97 1.11
0.86
0.82
0.62 0.56 0.56 0.69
0.45 0.56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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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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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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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20

12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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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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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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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

유효구인배율

자료 : 厚生労働省
「 一般職業紹介状況」各年、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各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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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유효구인배율은 2009년 0.45로 최저를
기록한 바 있었으나, 그 이후 증가하면서 2014년부터는 1배를 넘어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 일하는 방식 개혁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내용
일하는 방식 개혁
일본 정부는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
진하였는데 2018년 6월 관련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일본 정부는 동 개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일본 경제재생을 위하여, 노
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기업문화나 풍토를 바꾸어 노동자 개개인
이 보다 좋은 장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노동자에게 분배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수요 확대를 통한 성장을 꾀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개혁은 사회
문제와 동시에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중산층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켜 보다 많은 사람이 마음 풍요로운 가정을 갖도록 한
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필요성은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불합리한 처우 격차가
있고, 둘째,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저출
산의 원인, 여성의 경력형성 단절 원인,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장시
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고, 셋째, 생애주기에 맞는 일을 선택하기 어려운 단선형 경력형성 루
트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시간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의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하면서 개혁 의의를 창출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 개혁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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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내용 중에서 먼저 장시간 노동의 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의 상한을 월 45
시간, 연간 36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720시
간, 1개월 100시간 미만(휴일 포함), 연속 2개월 이상인 경우 월평균 80시간(휴일 포함)을 한
도로 한다. 기존에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지침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법에 명문
화하였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초과노동시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상한을
두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초과노동시간을 1개월 100시간 미만과 연속 2개월 이상 월평균

80시간으로 한정한 것은 과로사나 과로 자살의 산재 인정 기준을 하회하도록 하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규제 완화책으로 구체적인 노동시간 규제나 초과노동수당이 없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대상은 고도 전문직 종사자이고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자, 그
리고 연봉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3배(1,075만 엔) 이상인 자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에서 대상 업무나 대상 노동자, 건강확보 조치
등을 4/5 이상의 다수결로 결의하고, 서면으로 적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 확보
조치로 휴일을 연간 104일 이상으로 하고 4주 4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다음 4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① 근무 간 인터벌 규제, ②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노동시
간 등의 상한 설정, ③ 1년에 2주 연속 휴가 부여, ④ 일정한 회사 체재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시 건강검진 시행.
셋째, 그 외 규제 강화의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노
동자 1인당 연간 5일간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
무에 대한 할증임금 50%(개정 전, 25%)를 중소기업에도 적용하고,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철
저히 하도록 원칙적으로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을 의
무화하였으며, 자녀 양육이나 간병을 하면서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탄력근로기간
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위반한 자나 할증임금 지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연차휴가 최저 5일 미부여 시에는 30만 엔 이하
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규정은 이번 법 개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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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동일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
규직(단시간 노동자, 계약사원, 파견사원 등) 간의 불합리한 처우의 격차를 해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별 처우 항목별로 당해 처우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하여 처우의 불합리성을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고용의 전 기간에 걸쳐
직무내용이나 배치 변경 범위 및 기타 객관적 구체적 실태가 같을 경우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가이드라
인(지침)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본급의 경우, 노동자의 능력이나 경험, 업적이나 실적,
근속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지불할 수 있으나, 그것의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정규직과 비정규
직 간 실태의 차이가 없으면 동일하게,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여금도 회사 실적 등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기여도가 같으면 동일하게 다르면 다른 만큼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일본은 1989년부터 고도 전문직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단순 외국인은 유입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하에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단순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 첫째, 일본계 외국인(닛케이 브라질인, 페루인 등)에게 정주
비자를 부여하여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현재 약 46만 명으로 전체 외국
인 노동자의 약 36%를 차지한다. 둘째, 기능실습생 제도(한국의 옛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통해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 한정하여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약 2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유학생은 주 28시간까지 ‘자격 외 활동’으로 취업이 허
용되는데, 약 3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전문직 노
동자 등을 포함하여 2017년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약 128만 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기본원칙을 변경
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것이 2018년 12월 8일 국
회를 통과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
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法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다. 이 법에 따라 재류 자격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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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호’와 ‘특정 기능 2호’가 창설되었고, 또한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라는 부서도 신설되었
다. 동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정 기능 1호’는 외국인 도입 허용 업종에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
능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재류 자격이고, ‘특정 기능 2호’는 허용업종에 숙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재류 자격으로서 ‘특정 기능 1호’의 재류 자격 소지자
가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주어진다.
‘특정 기능 1호’는 일본 내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고,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업
종은 간병, 빌딩 청소, 수산업, 건설업, 조선업, 숙박업, 농업, 식음료 제조업, 그리고 외식업 등

14개이다. ‘특정 기능 2호’는 체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갱신이 가능한 한 계속 일본에
체류할 수 있고, 가족동반도 허용된다. ‘특정 기능 1호’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어와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정 기능 2호’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허용업종을 매우
한정하고 요구하는 기능수준도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 허용업종은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능실습생 제도가 있는데 새롭게 창설되는 ‘특정 기능 1호’
는 기능실습생 제도와 연계된다. 먼저, 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능실습 1호(재류 기간 1년)’, ‘기
능실습 2호(재류 기간 2년)’, 그리고 ‘기능실습 3호(재류 기간 2년)’로 나누어져 총 5년간 체
류할 수 있는데, 2호, 3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3호의 경우 일단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일본 입국이 허용된다. 기능실습생으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는 시험을 보지 않고 ‘특정 기능 1호’로 이행할 수 있다. ‘특정 기능 1호’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자 중 약 45%는 기능실습생으로부터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5년간 ‘특정 기능 1호’로 입국하는 자(기능실습생 이행자 포함)는 최대 34만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의 처우는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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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및 전망
일본의 노사관계는 기업별로 이루어지며 협력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조 조직형태
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일반적이다. 2018년 노조 조직률은 17.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데, 조합원 수는 약 1,007만 명으로 과거 7년간 1,000만 명을 하회하다가 2018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별 노조 수는 약 2만 4,328개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나절 이상의
파업건수는 2013년 31건, 2014년 27건, 2015년 39건, 2016년 31건, 그리고 2017년 38건
으로 30건 대에서 분포하고 있어 조합 수에 비하면 파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춘투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부터 매년 경영자단체에 임금인상
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관제 춘투’라고 한다. 2018년 춘투 때는 3% 이상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임금인상률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2.26%에 그쳤다.

2018년에는 춘투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일본의 춘투를 이끌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가 타결된
임금인상액(률)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격차 해소와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교섭
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춘투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대기업 노사는 도요타 자동차의 타결 수
준을 참고하여 그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임금교섭을 타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로 인해
도요타 자동차와 다른 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고, 또한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교
섭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액(률)을 공표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 덧붙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즉 중소기업이 도요타 자동차를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임금을 인상
하여 격차를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2018년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엔(한화
약 20만 원)이다.
최근 일본의 춘투에서는 노조가 기업 규모 간, 그리고 고용형태 간의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요구를 하고 기업도 그러한 요구에 일정 정도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동일노
동 동일임금 정책에 대응하는 노사 교섭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방
식 개혁 관련 법의 영향이 더욱 반영되는 춘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는 상기한 일하는 방식 개혁 내용, 특히 장시간 노동의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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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교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실
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협의·교섭할 수 있는 노사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여성, 고령자, 청년층의 취업률 상승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유효구인배율이 매우 높아 노동력 부족은 특별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노조도 기
본적으로 기업의 그러한 노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조합원의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노조(약 67%)가 기업과 유니언숍 협정을 맺고 있는데 비정
규직의 정규직화는 조합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또한 최근 비정규직의 조직화도 추진하고 있
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조직화의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4월부터 기업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단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관심을 끌
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측면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교우위로 일본을 선택할 요인은 그
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상과 같이 올해 일본의 노동시장은 유효구인배율이 높은 가운데 여성, 고령자, 청년을 중
심으로 취업자 수와 취업률의 증가가 기대되는데, 4월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 그
것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도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개별 기업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의 격차 해소)이 일정 정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단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한정된
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의 본격적인 실현은 법·제도적으로 기업 내 노사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구축될 것인가에 좌우될 것이다. 한편 단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시행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사항이나 일본의 상대
적 우위가 낮아 그 영향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

_51

참고문헌

· 呉学殊（ 2012）,「 労使関係論からみた従業員代表制のあり方―労使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経営資源性を生
かす」,『 日本労働研究雑誌』, 2013年1月号 No.630.
· 厚生労働省,『 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 2014年、2010年、2003年.
·

,『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各年.

·

,「 外国人雇用状況」.

·

,「 労働争議統計調査」.

·

,「 一般職業紹介状況」各年.

·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各年.
·

52_

,「 労働力調査（ 詳細集計）」各年.

2019년 2월호 <<

2019년 2월호 pp.53~66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④ 2019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Speci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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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 대규모 이주와 ‘더블린’ 비호 체제('Dublin’ asylum regime)
2015년 제3국으로부터 유럽으로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유럽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과 유사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분쟁과 전쟁 피해자(와 이란의 정치체제에 반
감을 지닌 사람들) 상당수가 일정 기간 터키와 그리스에 발이 묶여 있다가 발칸 국가들을 통
해 오스트리아나 독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바다와 강을 건너고 먼 길을 걸어서 ‘녹색 국경
(green border)’을 넘었고, 때로는 이들의 수용은 원치 않지만 버스 수송은 제공해 준 지역 당
국들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이동은 그 자체로 추진력을 가지면서 더 많은 이

* 편집자 주 : 2018년 독일 경기와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었는 데 반해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
웠다. 2015년 대규모 난민 유입 이후에 독일 내에서 메르켈 총리의 포용적 난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
지면서, 2017년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여당(기민기사련, 사민당 연정)이 제1 정당, 제2 정당은 유지
했으나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패배하고 극우정당(독일을 위한 대안: AfD)이
제3당으로 의회에 입성하였다. 이후 연정수립 과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2018년 3월에야 메르켈 총리
4기 내각이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난민정책을 두고 연정 붕괴 및 조기총선 논의가 있을
정도의 갈등을 빚다가 2018년 하반기에 비로소 안정을 찾았고, 정부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이후 연정
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사회정책에 대해서는 본지 2018년 10월호에서「 독일의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 최근동향: 사민당 유권자 표심 이탈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통해 소개한 바가 있어, 본호에서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난민 통합 정책과 이를 평가하는 글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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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끌어들였고 자국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느낀 비EU권 발칸 국가들(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의 주민들도 이 행렬에 대거 합류하였다. 9월 초에는 헝가리 철도가 이들
수천 명에게 기차표를 판매한 후에 헝가리 정부가 기차 운행을 중단하면서 이들은 부다페스트
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한 무리가 약 250킬로미터 떨어진 비엔나를 향해
고속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가족과 어린이들이 포함된 이 행진은 현실적인 이주 계획이라기보
다는 정치적 시위에 가까웠다. 언론은 이 행진에 대해 갈수록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였고, 난민
들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헝가리 정부는 이들을 버스로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상황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어쨌든 행진 참가자의 대부분은 독일로 가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다. 이에 따
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철도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뮌헨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전해
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인데,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간 국경은 체결
국 사이의 일상적인 국경 통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에 의
해 이미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가 내린 결정은 개방된 국경을 유지하
기 위해, EU 회원국의 비호 절차 관련 책임에 관한 ‘더블린 규정’1)의 이행을 당분간 유예한다
는 것이었다. 독일로 오기 전에 이미 ‘안전한’ 제3국과 다른 EU 회원국들을 거쳤기 때문에 독
일(이나, 그보다 먼저 오스트리아)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비EU
회원국의 난민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국경에
서는 가슴 아픈 광경들이 펼쳐지는 동시에 알프스 산맥이나 그 구릉의 ‘녹색 국경’을 통해 난
민을 밀입국시키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난민들이 등록도 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채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다른 EU
회원국들로 떠나면서 이미 더블린 규정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잃었다. 메르켈의 결정은 EU의
더블린 규정을 통한 비호 체제가, 비록 한때 독일이 추진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강행이 불가함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육로와 해로를

1) 유럽연합 회원국에 유입된 난민은 최초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회원국으
로 이동하는 경우 최초 도착한 국가로 이송하도록 합의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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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규모 이주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가 동유럽으로 확대되면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회원국인 독
일은 북부 해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국들(과 더블린 규정이 적용되는 스위스)에 완
전히 둘러싸이게 되었다. 현재의 강제이주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을 감안하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그리고 그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프랑스, 포르투갈, 불
가리아)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된다. 난민들이 도착하는 국가에 등록을 하고 최초 등록
하는 국가에 머물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국경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장벽 없이 해안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쉥
겐조약’과 ‘더블린 규제’가 동시에 이행될 수 없다.
다른 EU 회원국에 처음 도착했던 비호신청자들을 책임지기로 한 독일의 결정은 – 일부에
서 비판하는 바와 같이 – ‘불법’은 아니며, 더블린 규정의 ‘주권 조항’2) 적용으로 해석될 수 있
다. 하지만 공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비평가들의 주장은 옳았다. 2015년의 몇 주 동안에는
신규 난민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유입되는 난민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 책임
이 국가, 지방정부 및 지역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점도 새롭게 생겨난 행정업무를 신속
하게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초 비호신청 접수는 실제 유입 시점에서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지연된 후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연 정도는 신청건이 줄어들고 행정절차
처리속도도 빨라지면서 완화되었다.

■ 전체적인 이주 측면에서 본 독일로의 강제이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백만 명의 유민부터 시작해서 1956년 헝가리 혁명, 1955년부
터 1973년까지 남부 유럽과 터키의 노동자 유입, 1991~1995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1990년
대 전반에 걸쳐 철의 장막(Iron Curtains)으로 인해 차단되었던 국가들에 있던 독일계 동포들
의 귀환 등을 통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민 유입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첫 10

2) 유럽연합 회원국은 더블린 규정의 조항에 따라 꼭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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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이민 유입건수는 연간 50만 명 미만이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민 유출건에 의해
상쇄되었다. EU의 동유럽 확대 효과는 2011년까지(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2014
년까지) 지연되었는데, 이는 독일이 신규 회원국으로부터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7년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EU 회원국에서 독일로의 이주에 속도가 붙기 시작
했다. 이민자들은 주로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이동해 왔
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민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순이민(net immigration)은 이미 상당
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16년의 경우, 독일의 국외 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
비중은 15%로 미국보다 약간 높았다. 이민자를 독일 태생 중 적어도 부모 한 명이 외국 태생
인 사람들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민자 배경(migrant background)’을 가
진 사람들로 정의하면, 독일의 이민자 인구는 22.5%에 달한다. 이민자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에서는 이민자의 비중이 50%에 이르기도 한다.
비호 신청건은 처음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이미 매우 가
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5년의 유럽 난민 유입으로 인해 2015년과 2016년에 제3국
으로부터 독일에 유입된 이민자 수는 정점에 달했고 EU 평균을 넘어섰다. 이민자들의 출신국
을 살펴보면, EU 회원국 중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자의 비중이 높고, 비회원국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
아, 이란,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터키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정
치적 박해를 이유로 비호를 신청하는 터키인들이 크게 늘었다(2018년의 신규 신청건 15만
건 중 약 1만 건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함). 유학생, 다국적기업 취업자 또는 기존 독일 거
주자의 가족으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3국 출신 이민자의 과반수가 비호 신청자다.

2016년에는 2015년의 행정 적체로 인해 난민 지위 신청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7
년에는 실제로 인정된 난민 지위 건수가 최고에 달했다. 2015년의 유럽 난민 유입 이후, EU
와 터키의 협상에서 터키가 난민들을 계속 보호하고 이미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이동한 난
민들을 재송환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현재 북아프리카 해안의 일부 국가들과도 유사한 협상
이 진행 중이며, 2018년 봄에 새로 선출된 이탈리아 정부는 지중해에서 뗏목을 탄 난민들을
구조해서 데려오는 선박들에 대해 이탈리아 항구를 봉쇄하였다. EU 내에서는, 독일이 그리
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난민들을 유럽으로부터 차단하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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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도주의적,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독일에 최초로 비
호를 신청한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3 년부터 2018 까지, 독일의 연방이민난민청(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에는 약 180만 건의 인도적 보호 최초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그중 약 60만 건에
대해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고, 약 30만 건에는 (가족 상봉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보완적 보
호’3)가 제공되었으며, 10만 건 미만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본국 상황으로 인해 송환이 가능하
지 않다는 이유로 기간을 정한 체류가 ‘용인’4)되었다. 약 60만 건에 대해서는 난민인정 거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칸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 귀국
등의 이유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정리되었다. 인도주의적 체류를 허용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출신국의 상
황 외에도, 질병, 신생아 출생 등과 같이 강제송환이 집행될 수 없는 여러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

2011년의 인구 센서스 결과 ‘통계에서 사라진’ 150만 명의 인구5)와 2015년에 인도적 체
류를 허가받은 약 1백만 명의 새로운 인구 유입을 비교하면, 자주 사용되는 난민 ‘대량유입
(flood)’이라는 표현을 달리 생각해 보게 된다. 현재 독일의 인구 약 8,300만 명 중에서 지위
를 인정받은 난민의 비중은 1.2%에 해당한다. 난민의 30% 이상이 18세 미만임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통합의 당면과제가 되는 인정 난민의 수는 겨우 60만~70만 명, 즉 취업자의 1.5%
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민 유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연평균 순
이민이 20만 명 미만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독일의 잠재적 노동력은 2030년까지 140만

3) ‘보완적 보호 지위(subsidiary protection)’는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귀국 시에는 무력
갈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신청자에게 부여된다.
4) ‘용인 지위(Duldung)’는 난민의 지위를 이유로 국외추방이 유예되나 체류권은 발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면서 견습 및 고용 기회를 가지며, 이는
용인 지위 연장에 도움이 된다. 2018년 11월 현재, 용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수(2013년 이전 입국
자 포함)는 약 18만 명이다.
5) 2011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인구가 150만 명이 줄어들었다. 독일 거주민들은 지방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독일을 떠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등록을 취소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주
민의 수에 따라 지역의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행정당국은 존재하지 않는 주민을 찾기 위해 노
력하지 않는다.

>>

_57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Fuchs et al., 2017).

■ 신규 유입자의 측면에서 본 독일 노동시장
독일의 고용은 2008~2009년에는 약간의 침체를 겪었지만 2005년 취업자 수가 3,900만
명을 기록한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3분기에는 4,500만 명에 이르렀다. 2017년의 경
우, 20~64세의 취업률은 79%로, EU 내에서는 스웨덴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 수 대
비 등록된 구인건수를 의미하는) 공석률(job vacancy rate)은 2008년과 2017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으며, 이는 EU 내에서는 체코 다음으로 가장 높다. 통계상으로는 그다지 심각하
지 않지만, 직업능력 부족은 수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Bossler et al., 2018). 게다가
이러한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사용자단체들은 이민 유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노조들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초과근무에 대해 불만을 점점 더 빈번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시장 주체들은 난민들에게 큰 기대를 걸
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 덕분에 이른바 독일의 ‘환영 문화(welcome culture)’는 빠르게 확산
되었다. 2018년 2분기의 구인건수가 120만 명이었다는 점에서, 7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
는 것은 수치로만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 노동시장은 이민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독일 노동시장은 고숙련 노동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숙련이 인정이 된다(‘숙련 인정 및 평가의 문
제’ 참조). 2017년 Eurostat의 EU 노동력조사(EU-Labor Force Survey)에 의하면, 15~64세
취업자의 12%만이 숙련수준 ISCED 2011 2급(중등) 이하였으며,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핀란드만이 독일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 동유럽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통적인 교육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ISCED 2011 2급 이
하인 집단의 실업률은 독일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이르며, 이러한 비율은 서유럽 국가들 중
에서 스웨덴 다음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 보유 여부가 독일 노동시
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013~2015년(과 2016년 1월)에 독일에 입국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에 실시된 한

58_

2019년 2월호 <<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난민 중에서 12%가 학위 소지자였고, 단지 8%만이 학위가 아닌
직업능력자격을 갖고 있었으며, 80%는 어떠한 학위나 자격도 없었다(Brücker et al., 2017).
숙련 인정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숙련구조로는 독일의 노동시장에 쉽게 통합될 수
없다. 난민들의 직업능력 프로필이 열악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설명된다. ① 그들의
출신국에서는 공식적 시험이나 증명서가 발급되는 견습의 형태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거의 없지만, 독일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② 성인 난민들의 39%
가 18~25세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등교육을 마치지 않고 너무 어린 나이에 독일에 왔으
며, ③ 출신국의 무력 분쟁과, 여러 난민 캠프를 경유하면서 독일까지의 긴 여정으로 인해 교
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난민들의 교육열은 높다. 독일을 목적지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높은 수준의
독일의 교육제도였으며, 첫 번째 이유는 인권 존중, 바로 뒤이은 세 번째 이유는 독일의 난민
환영 분위기가 꼽혔다. 응답자의 35%는 학위 취득을 원했고 31%는 직업능력자격 취득을 원
했으며, 34%만이 어떠한 자격도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Brücker et al., 2016). 솔직
히 말하자면, 독일은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장벽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구두 의사
소통 또는 디지털 소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는 거의 없으며, 영어만으로도 서로 잘 어
울려 지낼 수 있는 사업 환경은 여전히 많지 않고 국제적 사업, IT, 컨설팅 분야의 학문적 일
자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사용자와 취업알선 담당자들은
난민의 숙련 수준에 실망할 수 있고, 난민들은 독일의 직업교육 또는 학업에 접근하기가 예상
보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 생계비, 훈련 및 고용
비호 신청자들은 입국 즉시 사회부조와 매우 유사하지만 금액은 낮은 특정 유형의 급여를
최초 15개월 동안 지급받으며, 대부분 대규모 공동 주거시설에 거주해야만 한다. 적어도 처
음 3개월 또는 공동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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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개월차에는 노동시장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
한 ‘보완적 보호 지위’를 포함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체류 15개월차 이전에도 완전
한 노동시장 접근이 허용된다.6)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 재정적으
로 곤란한 일반 구직자로 취급된다. 즉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상세한 내용
은 Knuth, 2016 참조) 이 급여에는 ‘적정 수준’의 개별 주거 비용이 포함되며, 지도, 취업알
선, 그리고 가능한 경우 훈련 알선을 위해 지역 잡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2005년 이후로는, 독일의 정치, 법률 및 가치 체계에 대한 기초교육과 함께 언어수업도 활
성화되었으며, 신규 난민 인정자 포함한 일부 이민자 집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난민 지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거부 결정이 내려져 단순히 ‘체류 용인’ 상태인 경우
에는 지역별로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수준에 한하여 기회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비호 신청자들은 대부분 언어, 훈련, 상담 등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분
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들 측이나 난민들 측 어디에서도 통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2018년 9월 현재, 최근 난민7)의 약 1/3이 ‘비활동 인구(실업자 또는 가족돌봄 및 장기 질
병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사람들)’였고, 약 1/3은 취업상태였으며, 나머지 1/3은
언어 수업, 직업훈련, 학교 또는 대학 등과 같이 학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고용률은

32%8)이며, 이에 비해 독일 시민은 69%, 전체 외국인은 50.3%를 기록하였다.9) 난민들이 독
일에 거주한 기간이 평균 2.5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다. 그러
나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1/3의 활동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면 더 확실
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 비호 신청부터 결정 시점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015~2016에는 약 8개월이었으나 2018년 말 기준
으로 3.5개월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례에 따라 인정 절차는 훨씬 더 오랜 기간 소요될 수도 있다.
7) 연방고용청은 2016년 6월부터 이전 언젠가 입국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약 30만 명을 시작으로 ‘난민
현황’이라는 새로운 통계항목을 도입하였다(Bundesagentur für Arbeit - Statistik 2016).
8) 고용통계에는 난민 지위는 명시되지 않고 국적만 포함된다. 따라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단순히 8
개 주요국 출신 난민들의 수치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이전에는 이 국가 출신자들의 수
가 매우 적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 Statistik 2018b, 2018a에서 수치 인용 /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DAAD) 2017의 자체 산출 결과).
9) 이 고용률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앞장에서 제시한 Eurostat 고용률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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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업상태인 난민들 중에서, 약 1/3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식빈곤선과 소득의 차액을 보전하는 보충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 이
는 난민들의 고용구조와 관련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54%는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
고 있으며(독일 전체 취업자 중 저숙련 일자리 종사자는 16%임) 34%는 직업훈련자격을 필
요로 하는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었고, 3%는 ‘기술자(specialist, 가령, 기사(technician))’, 그
리고 8%는 ‘전문가(expert, 대체로 학위가 요구되는 일자리)’로 일하고 있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고용수준의 양상은 국가별 집단의 교육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그림 1 참조).10)

[그림 1] 주요 난민 출신국별 고등교육 경험자 비중과 취업자 중 저숙련 일자리 종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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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 Statistik 2018a의 자체 산출 자료와 Neske 2017.

[그림 1]에서 Y축은 취업한 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하며, 고용률은 출
신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는 달리, 특정 집단의 교육수준이
10) 단, (대학이나 상급학교를 반드시 이수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닌 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고등교
육 경험자 비중은 2016년의 입국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저숙련 일자리 종사자 비중은
2018년 3월 현재 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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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난민 출신국별 고용률 및 고등교육 경험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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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률의 경우에는 Bundesagentur für Arbeit - Statistik/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2018을 근거로 자체 산출, 고등교육 관련 수치는
Neske 2017 수치 인용, 2016-2018년 인도적 보호율은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의 연간 비호 관련 보고서 자료 인용함. 이란은
특이값으로 위 공식에서 제외함.

높다고 해서 해당 집단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란을 제외하면, U자 형태의 역
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그림 2 참조). (이란 다음으로) 평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들이 고용률은 가장 낮고, 이 두 집단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률을 끌어
내리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육수준은 가장 낮고 저숙련직 비중은 가장 높은 소말리아
난민들의 경우에는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자들보다 고용면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며, 좀
더 나은 인적자본을 갖춘 기타 국가들도 역시 시리아나 이라크보다 고용 성적이 좋다.
일단은 대학이나 대학 진학준비를 위한 학교에 다닌 것이 지위상 덫(status trap)으로 작용
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숙련 또는 질 낮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지만 언어
문제나 학위를 인정받지 못해 바로 고숙련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숙련 인정 및 평가
의 문제’ 참조). 단기적으로 보면, 독일 노동시장이 저숙련 일자리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 (일부 소말리아인들은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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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위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가장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지위에 대한 열망도 큰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 지위를 되찾기 위해 언어와 훈련
과정 또는 심지어 학문에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별 특성에서 도출한 초기
가설은 개별적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숙련 인정 및 평가의 문제
독일의 노동시장은 앞서 ‘신규 유입자의 측면에서 본 독일 노동시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숙련 노동시장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시장 가치는 공식 문서화된 교육 활동 및 결과에 매
우 큰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난민들에게 4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능력자격은 비공식적으로 취득되며, 학문적 연구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적으로 관리되거나 공식 문서화되는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② 자격이 문서화되는 경우라도, 해당 문서를 이동 과정에서 분실하였을 수 있으며 분실된
문서는, 대학 기록보관소가 무력 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등의 이유로 대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③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번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와 관행의 차이 때문에 번역된 내
용은 고용주들에게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④ 규제 대상인 전문 직종이나 직업이 상당수에 이른다. 공공보건, 공공안전, 행정을 비
롯해서 의사에서 간호사에 이르는 직업과 교사, 보육교사, 엔지니어, 장인(master
craftsman),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난민이 이러한 분야에서 일
하기 위해서는 번역한 자격증이 독일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많은 경
우 인정을 받기는 불가능한데, 변호사와 판사의 경우에는 법률 체계의 차이 때문에, 교
사의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시험 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한 과목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여러 직업들, 특히 견습제
를 통해 수련이 필요한 직업들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숙련을 인정받는 것이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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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고용주들은 그런 정도의 숙련을 기대한다. 예를 들
어, 전기 엔지니어링 작업장을 운영하는 장인은 자신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
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기공만을 고용하려 할 것이다.

독일의 연방주의와 조합주의로 인해, 직업능력 및 전문직 시험제도의 관할 책임은 연방정
부, 지방정부, 여러 전문직, 상업 및 수공업 회의소(chamber)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시험
제도는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자신을 고용하여 훈련시키는 기업에 의해 시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자동적으
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민자들
에게 이러한 제도는 전문적 지도 없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너무나 난해하다. 온라인에서 그러
한 정보를 대부분 구할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언어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식
이 필요하다. 직업능력자격과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인정 절차를 관할하는 기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격이
독일의 특정 직업 또는 직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관할 기관인 직
업의 경우, 16개 주별로 다른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인정 절차는

3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자격을 완전히 인
정받는 대신에, 제시된 자격과 요구되는 자격 사이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추
가 훈련을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개별 훈련 과정을 찾는 일이 쉽지
는 않다. 그에 비하면 대부분의 잡센터는 고객들의 직업능력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결론 및 전망
인적자본은 한 사람의 내적 자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황의존적(contextdependent)이며 그것이 획득되고 사용되는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기술적, 지리적 특
성들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가치 하락은 이주의 불가피한 대가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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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도, 독일 직업교육제도의 특징과 독일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자격증
중시 경향은, 숙련을 지닌 난민들이 과거에 비해 지위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시장 통합에 있어 추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일은 난민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회복
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그들의 훈련 및 상담 비용을 부담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용시스템은 여전히 대부
분의 독일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미로와 같으며, 난민들은 행정결정을 기다리고, 언어와 훈련
과정이 시작되기까지, 또는 직업능력자격 인정 방법을 찾아 가망 없는 시도를 하면서 많은 시
간, 정신적 에너지, 돈을 허비한다. 독일 노동시장의 고숙련 구조를 감안할 때, 난민들이 자신
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재 저숙련 일자리 종사자들과의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난민의 1/3이 아직도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독일 ‘고용 기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보호주의와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으며, 영국의 EU 탈퇴는 임박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디지털화와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강화와 같은 내부 과제들은 실제로 일자리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일자리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Knuth, 2018
참조). 이에 따라 독일은 2015년과 2016년에 입국한 난민들이 취업할 준비가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이주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미 어떤 형태로는 취업 또는 견습 중인 나머지 1/3은 비호 및 거주 관련법과 노동시장 통
합 노력 사이에 내재하는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거부당하거나 일시적 체류용인
대상인 난민들은 안정적인 거주 지위를 확보하려는 희망에서, 그리고 지급되는 공공훈련 지
원금이 적기 때문에 서둘러 견습이나 취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거주기
간이 만료되면서 난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들의 사용자들은 좌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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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심층분석

모디 정권에 맞선 인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

2019년 1월 8~9일 인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감행했다. 모두 10개 노총이 참여한 총파업
에는 낫과 망치 깃발을 흔드는 공산당 계열 노동조합들이 적극 가담했으며, 참가 인원은 최
대 200만 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집권여당인 인도인민당(BJP) 계열의 노총 BMS(Bharatiya
Mazdoor Sangh)는 2014년 BJP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총들이 연합하여 전
개하는 총파업에 불참해왔다.
총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노동계가 제안한 12개항 요구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최저임금 월 21,000루피로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보편적 사회보장
제공, 철도 은행 보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단,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에 더해 노
동유연화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독립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의 노동조합법
개악을 반대하는 것이 파업의 주된 이유였다. 인도 노동운동은 모디 수상이 이끄는 중앙정부
가 노동조합 등록(registration) 제도를 노동조합 승인(recognition) 제도로 변경하는 것에 우
려한다. 총파업에 참여한 노총들은 2015년 9월 2일 이후 중앙정부 장관과의 어떠한 만남도
거부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부재도 파업의 이유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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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 중앙 노동조합 조직(CTUO)
총파업을 주도한 10개 노총은 INTUC, AITUC, HMS, CITU, AIUTUC, TUCC, SEWA,
AICCTU, LPF, UTUC이다. 인도에서 노총은 중앙 노동조합 조직(Central Trade Union
Organisations: CTUO)으로 불린다. 중앙정부인 노동부로부터 중앙 노동조합 조직으로 인
정받으려면 최소 4개 주와 4개 산업(농림업 포함)에 걸쳐 조합원 50만 명을 조직하고 있어

<표 1> 주요 중앙 노동조합 조직 현황(2008년 1월 기준)
조합원 수
조직 이름

연계정당/이념 성향

1989년 8월 2002년12월

1

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

1920

인도공산당(CPI)

92만

344만

2

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

1947

인도국민회의(INC)

271만

395만

3

Hind Mazdoor Sangh (HMS)

1948

사회주의 성향

148만

334만

4

United Trade Union Congress (UTUC)

1949

혁명사회당(RSP)

5

Bharatiya Mazdoor Sangh (BMS)

1955

인도인민당(BJP), 힌두민족주의

6

All India United Trade Union Centre
(AIUTUC)

1958

인도사회주의 단결 중심(공산주의),
2008년 UTUC-LS에서 개명

137만

7

Labour Progressive Federation (LPF)

드라비다진보연맹(DMK), 인도
남부 타밀 나두 에 기반한 지역주의

61만

8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CITU)

1970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CPI(M)

9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

1972

무당파

69만

10

Trade Union Coordination Center (TUCC)

1980

전인도전진블록(AIFB)

73만

11

All India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
(AICCTU)

1989

인도해방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64만

12

National Front of Indian Trade UnionsDhanbad (NFITU-DHN)

1969

우익 민족주의

57만

13

National Front of Indian Trade UnionsKolkata (NFITU-Kol)

우익 민족주의

3만

자료 : 조합원 수는 2002년 12월 31일 기준.

70_

설립연도

2019년 2월호 <<

60만
312만

180만

622만

268만

이슈별 심층분석
야 한다. 노동부가 집행하는 조합원 수 검증(membership verification)을 통해서 국제노동기
구(ILO)와 최저임금 자문기구 등 국내외의 각종 위원회나 회의에 대표성을 갖고 참가할 중앙
조직을 결정하게 된다.
조합원 수 검증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의 노동부에 의해 진행되며, 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
을 방문하여 개별 노동자를 만나 노조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최근의 조합원 수 검증은 1980
년, 1989년, 2002년에 이뤄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기준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중
앙 노동조합 조직으로 인정받은 노총은 13개로 <표 1>과 같다. 2011년에도 조합원 수 검증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9년 1월 전국최저임
금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총은 BMS, INTUC, AITUC, HMS, CITU, AIUTUC,
NFITU(DHN)로 모두 7개다.

2002년 12월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인정한 13개 노총의 조합원 수를 전부 합치면 2천488
만 명으로 1989년 조합원 수 검증 결과인 1천227만 명의 두 배에 달했다. 이를 산업으로 나
누면, 농업 765만(30.7%), 건설 107만(4.3%), 벽돌45만8천(1.8%) 등 비공식 부문에 속한 노
조원 수가 1천40만 명(41.7%)에 달했다. 공식 부문의 노조원 수를 살펴보면, 철도 245만 명
(16.9%), 담배 184만 명(12.7%), 광산 124만 명(8.6%), 도로 122만 명(8.4%), 전기/가스/상
하수도 84만 2천 명(5.8%) 등 공공부문이 조직화된 노동(organised labour)의 주력을 형성
했다. 공식 부문 노동자와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사회보험 적용과 세금부과 여부로 나눠진다.

2012년 기준으로 인도 노동시장의 80% 이상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임금이나 봉급을 수령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17.9%(남성 19.9%, 여성 12.8%)에 불과했다.

■ 정부에 등록된 노동조합 및 조합원 규모
노동조합 검증 과정에서 종업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확인된 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된다. 노조 인정 수단의 하나인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는 종업원
이 서면으로 소속 노동조합을 밝힘으로써 진행되며,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
합의 현황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노동부 감독관이 주관하는 비밀투표(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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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ot)를 통해 노동자들이 지지 노조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밀 투표는 사업장에 조
직된 복수의 노조들이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panel)이나 특정 노조에서 노조 지도부
를 독식하는 방식(banner)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장 종업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확인되면 사용자는 노사관
계의 기본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를 규율약정(Code of Discipline)이라 하는데,
이에 따르면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속한 종업원의 최소 15%를
조합원으로 두어야 한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최대 조합원을 둔 노조에 대표권
이 주어지며, 노조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사용자의 인정을 받은 노조는 유일 대표권을
행사하며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 사업장 안에서 조합비를 거둘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하여

<표 2> 등록 노동조합 수 및 조합원 수 동향(2000~2012)
(단위: 개, %, 명)
등록된 노동조합 수

연차보고서 제출
노조 수 및 비율

연차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

연차보고서 제출
노조 평균 조합원 수

2000

41,136

7,231 (17.6)

5,416,000

749

2001

41,563

6,513 (15.7)

5,871,000

901

2002

37,903

7,734 (20.4)

6,924,000

895

2003

42,207

7,229 (17.1)

6,272,000

868

2004

30,009

5,217 (17.4)

3,391,000

650

2005

45,842

8,255 (18.0)

8,711,000

1,055

2006

42,448

8,411 (19.8)

8,951,000

1,064

2007

40,175

7,405 (18.4)

7,872,000

1,063

2008

27,063

9,702 (35.8)

9,573,000

987

2009

22,284

3,861 (17.3)

6,481,000

1,679

2010

19,320

2,936 (15.2)

5,097,000

1,736

2011

10,264

2,769 (27.0)

7,421,000

2,680

2012

16,712

4,785 (28.6)

9,182,000

1,919

자료 : 2016년 통계, Labour Bureau,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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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 공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각종 협의기구에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신설된 노동조합은 주 정부의 ‘노동
조합과(Registrars of Trade Unions)'에 노조 규약, 조합원 명부, 임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과는 노조설립 신청서가 법령에 맞게 제출된 경우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
급한다. 등록된 노동조합은 연차보고서(annual statutory returns)를 노동조합과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조합원 수, 기금, 수입 출처, 지출 현황, 자산과 부채 실태를 담아야 한다. 연
차보고서는 매년 6월 1일 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표 2>에서 보듯 정부에 등록된 노동조합 중
에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위와 충실성 여
부를 가름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에 의해 보고서의 과장과 축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동일한 문제가 중앙 노동조합 조직(CTUO)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부의 조합원 수 검증
(membership verification)에서도 일어난다.
인도에서 지배적인 노동조합 형태는 기업별 노조(enterprise union)다. 필자는 2010년부
터 2017년까지 인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산업별 노조를 만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단 지역에서 두세 개의 기업을 한데 묶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는 보았으나 예외적인 사례였다. 필자가 경험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로 상급단
체(산업별 연맹)에 속해 있었으며 산업별 연맹은 대부분 <표 1>에 소개한 노총 중 하나에 가
맹하고 있었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FDI) 다국적기업에 조직된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를 갖
지 않고 순수한 기업별 노조로 활동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들 노조의 지도부는 대체로 고학력
자로 상대적으로 젊었으며 인도 노동조합의 특징인 정치적 조합주의(political unionism)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상급단체 가입을 특정 이념과 정당과의 연계로 생각했다.
<표 3>에서 보듯, 노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는 제조업이 918명, 금융보험업이 898명, 보
건사회서비스업이 1,065명, 광업이 1,806명 등으로 기업별 수준을 넘지 못한다. 농업에서 평
균 조합원 수가 1만 명을 넘는 것은 조직형태가 일반적인 노동조합이기보다는 비공식 부문을
조직하는 운동 조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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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의 산업별 현황(2012년 12월 기준)
조합원 수
산업

노동조합 수

노조당
평균 조합원 수

남성

여성

전체

273

1,875,018

1,023,493

2,898,511

10,617

51

87,917

4,185

92,102

1,806

1,774

1,151,433

477,587

1,629,020

918

113

179,531

9,180

188,711

1,670

55

21,190

4,059

25,249

459

건설

281

825,815

399,502

1,225,317

4,361

도소매, 자동차 수리

197

188,567

45,012

233,579

1,186

운수, 저장

652

985,284

183,441

1,168,725

1,793

75

14,421

3,473

17,894

239

정보 통신

217

109,822

4,632

114,454

527

금융 보험

216

134,891

59,074

193,965

898

전문직, 과학 기술

138

82,522

71,867

154,389

1,119

행정 지원 서비스

40

44,516

10,456

54,972

1,374

181

87,456

37,040

124,496

688

교육

58

7,156

66,226

73,382

1,265

보건 및 사회 서비스

82

58,504

28,825

87,329

1,065

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

54

25,528

1,963

27,491

509

270

218,865

80,774

299,639

1,110

가사 노동, 잡무

12

579

852

1,431

119

항공 우주 산업

46

371,146

200,582

571,728

12,429

4,785

6,470,161

2,712,223

9,182,384

1,919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열, 냉방 공급
상하수도, 오물 처리

숙박, 음식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 사회보장

기타 서비스

합계

자료 :* Manoranjan Dhal(2018), Japan Labor Issue, August-September 2018.
** 남성 조합원 수의 산업별 누계는 6,382,244명으로 합계와 비교하면 87,917명의 차이가 존재함-필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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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지 요구를 내건 총파업
역사와 이념이 상이한 노총들이 연합하여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연대 투쟁에 나서는 경험
은 200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이후 매년 동일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진
행해왔다. 공동투쟁 전선은 2014년 5월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가 주도하는 민족민주연합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정부가 들어서자 최대 노총인 BMS가 2015년 9월 하루 총
파업부터 이탈하면서 충격을 받지만, ‘중앙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전선체를 통해 전열을 가
다듬어 왔다. 이념과 정당에 따라 분열과 갈등을 거듭해온 인도 노동운동에서 총파업을 통한
공동투쟁을 주도하는 노총들의 전선체가 출현한 점은 획기적 사건이었다.

2009년 이후 전개된 노총들의 연대 총파업은 올해도 이어졌다. 2018년 9월 28일 모인 10
개 노총(INTUC, AITUC, HMS, CITU, AIUTUC, TUCC, SEWA, AICCTU, LPF, UTUC)은 전국
노동자대회(National Convention of Workers)를 열고 2018년 10월과 11월 지역단위 집회
와 대회를 개최하고 그 동력을 모아 2019년 1월 이틀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확정
했다.

2019년 1월 8~9일 이틀에 걸친 총파업은 인도 전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0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투쟁공동위원회를 구성한 10개 노총은 나렌드라 모디 수상이 이
끄는 중앙정부에 다음의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1. 친기업 반노동 노동법 개정 전면 중단
2. 교통 기관의 민영화 및 공사화 반대
3. 전국최저임금 월 21,000루피(한화 33만 원) 실현
4. 인플레이션과 가격 상승을 억제할 보편적 공공 분배제도 도입
5. 노동조합 등록 신청 시 45일 이내 노동조합의 의무적 인정 및 등록 허용, 그리고 ILO 협
약 87호와 98호의 의회 비준

6. 계약 노동제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모든 형태의 비정규 고용 철폐
7. 공공부문 투자 축소 중단 및 은행, 보험, 국방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금지
8.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공무원으로 정규직화와 취약 노동자층에 대한 예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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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차 상여금, 퇴직금, 연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10. 청년 및 여성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 보장
11.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자 중단과 특정 재벌(Reliance Group)로의 전용 중단
12. 농가부채 경감 및 농민을 위한 농산물 가격 지원제 도입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공공서비스노조가 적극 파업에 참여하여 철도와 버스 등 교통서비
스가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대학과 학교는 문을 닫았다. 정부의 탈현금화(demonetisation)1)
정책으로 노동강도가 올라간 은행원들도 파업에 적극 동참했다. 인도학생연맹, 전인도학생연
맹, 진보민주학생조합 등 학생운동 진영도 파업지지를 선언하고 시위에 나섰다. 농민조합도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등 총파업은 노동자 투쟁을 뛰어넘어 민중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2019년 총파업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ILO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문제, 근
로감독 제도의 약화 문제, 교통 서비스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문제였다. 특히 결사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록 신청서를 받아놓고도 등록증을 제때 발급하지 않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모디 정부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노동관계법 44개를 크게 4개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법들을 임금에 관한 법률(Code on Wages), 사회보장복지에 관
한 노동법(Labour Code on Social Security & Welfare),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법(Labour
Code on Industrial Relations), 직업안전보건 및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법(Labour Code on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등 4개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임금법 제정안은 2017년 8월 의회에 제출되어 하원 심의를 거쳤으나 야당의 반대
로 아직 입법되지 못했으며, 다른 3개 법률은 노동부가 의회에 제출할 최종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동법 통폐합 계획에 대해 중앙 노동조합 조직들은 친자본-반노
동적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채용과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증대하고, 노동자를 위한

1) 편집자 주 : 인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500루피, 1,000루피 등
고액권 사용을 금지하고 신권을 발행한 화폐개혁을 단행하며, 모바일 결제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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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의 기반을 허물며, 직업안전보건을 악화시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 불
안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노동조합은 제기하고 있다. 법률 통폐합이 노동자 권리 증진
과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사용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인도 노동법의 현실
연방제 국가인 인도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노동관계법이 44개, 주 정부가 관장하는 노동
관계법이 150개다. 이러한 상황은 법령으로 노동시장을 규제할 수 없는 ‘무정부’ 상황을 만들
어 놓았다. 특히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산업과 고용의 형태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을 둠
으로써 전체 노동력의 90% 안팎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교육, 직업, 신분에서 좋은 조건에 있는 소수의 노동자들은 노
동법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내팽개쳐져 있
는 실정이다.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계약노동법, 산업분쟁법, 산업고용법 등의
적용률은 전체 노동자의 2~7% 사이다. 노동조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률은 전체 노동자의 10~12%에 불과하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
의 법률 조항도 많다. 지방정부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다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령의 형식
과 내용이 모두 문제가 되다 보니 사법부의 판결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자본편향적인 판
사들이 많아지면서 파업권 등 노동 기본권에 적대적인 판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전
반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의 노동관계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은 명확하지만 향후 개혁방향을 둘러
싸고는 노사정의 입장이 엇갈린다. 모디 정부는 현행 산업분쟁법, 산업고용법, 노동조합법을
통폐합하여 행정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현행 10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확대하려 한다. 또 노동조합을 결
성할 수 있는 자격도 복수노조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전체 종업원의 15%를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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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둔 경우로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전체 종업원의 30%를 조합원으로 둔 경우로 상향하
려 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격인 공장법(Factory Act)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전기를 사용
하는 공장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기를 쓰지 않는 공장에서
는 20명 이상 사업장에서 40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하려 한다. 또한 여성의 야간노동을 금
지한 현행 규정을 고쳐 여성의 야간노동을 허용하려 한다. 파견노동 규제법인 계약노동법의
적용대상도 현행 파견노동자 2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려 한다.
모디 정부의 안이 법령으로 완성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에서 더 많은 권한
을 누리게 되고 사회보장 비용과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는 반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기회는 더욱 좁아진다는 것이 노동운동의 주장이다.

<표 4> 모디 정부의 노동관계법 통폐합 계획
법령 통폐합 전

법령 통폐합 후

산업분쟁법, 1947
산업고용법, 1946
노동조합법, 1925

노사관계법

최저임금법, 1948
임금지급법, 1936
보너스지급법, 1965

임금법

공장법, 1948
상점설립법
모성혜택법, 1961
종업원보상법, 1952
계약노동(규제 및 철폐)법, 1970

노동기준법

연금 및 기타 지원법, 1952
종업원보험법, 1948
퇴직금지급법, 1972

노동자복지법

노동운동은 모디 정부의 노동개혁이 전체 노동시장의 20% 남짓 차지하는 공식 부문 노동
자는 물론이거니와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하락시킬 것
이라 주장하면서 연대 전선을 구축하였고 1월 총파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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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은 노동고용부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고용부는 최저임
금자문위원회(Minimum Wages Advisory Board)를 소집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수 있
지만, 모디 정부하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린 경우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은 업종, 노동자의
지위, 지역에 따라 복잡하게 나눠진다. 농업, 광업, 전기, 청소, 감시, 운송 분야의 최저임금이
서로 다르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미숙련, 반숙련, 숙련/사무, 고숙련 등 노동자의 지위에 따
라 최저임금이 서로 다르며 심지어는 지역별로 쪼개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은 하루 일당으
로 계산된다. <표 5>는 2018년 9월 28일 고시된 광산업 최저임금이다.

<표 5> 광산업 최저임금(2018년 9월 28일 노동고용부 고시)
일당
노동자 지위
지상 근무

지하 근무

미숙련 광부

373 루피

466 루피

반숙련 광부 및 미숙련 감독직

466 루피

558 루피

숙련 광부 및 사무직

558 루피

651 루피

고숙련

651 루피

728 루피

자료 : File No.1/38(1)/2018-LS-II, Officer of the Chief Labour Commissioner,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Government of India.

인도의 법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이다. 한 달 26일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지
하 근무를 하는 미숙련 광부의 월 급여는 11,184루피(한화 약 17만 7,000원)다. 대부분의 경
우 최저임금 수준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같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
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연장
근무를 지시하면 거절할 수 없다. 공식 부문이라 하더라도 광산업은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저
임금이라는 사회경제적 강제에 더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노사관계에서의 강제가 만
연해 있다.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에 더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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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노조의 인도 활동가 아슈토시 브핫타차르야(Ashutosh
Bhattacharya)가 2018년 단위노조 간부를 상대로 면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임금격차는 무려 5배에 달했다. 노동시간에서 정규직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무
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하루 10~12시간, 주 60~70시간 근무가 주를 이룬다.

<표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2018년)
업종

정규직 평균 월급 (A)

비정규직 평균 월급 (B)

정규직 월급을 100으로 할 때, 월급 격차 (B/A)

광산

65,000 루피

14,000 루피

21.50%

시멘트

55,000 루피

10,200 루피

18.50%

철강

65,000 루피

11,500 루피

17.70%

자동차

40,500 루피

10,200 루피

25.20%

전기

55,000 루피

11,500 루피

20.90%

자료 : Ashutosh Bhattacharya가 행한 2018년 면접 조사.

기본급에 더해 각종 수당을 합한 월급 총액이 10,000루피를 조금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개 노총이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21,000루피는 비현실적이지 않냐는 진단에 대해 활동가
아슈토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 자본인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10,200루피는

143달러다. 2017년 인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64달러다. 비정규직의 경우 일년 내
내 하루 10시간 넘게, 주 70시간 가까이 일해도 연 수입이 1,716달러에 불과하다. 노동
운동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21,000루피는 295달러다. 산업화된 도시에서 이 정도는
되야 노동자들이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총파업에서는 최저임금

18,000루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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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투쟁 이후의 전망과 인도 노동운동의 과제
지난 십년 동안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매년 되풀이되는 총파업이기 때문일까. 모디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는 5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노동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면 돌파하겠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도 최대 노총인
BMS가 집권여당인 BJP에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모디 정부의 노선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노동운동 진영은 10개 노총에 더해 연대 투쟁 전선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이는 특정 노총
에 속하지 않은 은행노조협회와 전력노조협회가 총파업에 동참한 데서 잘 드러난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 조직인 ‘일하는 사람들의 헌장(Working People's Charter)’을 이끌고 있는 찬단
쿠마르(Chandan Kumar)는 총파업을 해도 모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니 총파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 동원의 측면에서 1월 총파업은 대단한 성공이었다. 물론 정부는 늘 그랬듯 노동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들이 총파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총파업의 산업적 영향이
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정치적 영향은 컸다고 본다.”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패는 오는 5월 치뤄지는 총선거에서 그 판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4년 선거 결과, 하원 545석 중 모디 수상의 인도인민당(BJP)이 주도하는 민족
민주연합(NDA)이 305석을 차지하고 있다. BJP 단독으로는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2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집권연합에 맞서는 야당연합인 통일진보연합(UPA)은 68석으로 열세다. 야당
연합을 주도하는 인도국민회의(INC)의 의석 수는 45개에 불과하다. 여당연합에는 41개 정
당, 야당연합에는 22개 정당이 가담해 있다. 공산주의 성향 노총인 AITUC 및 CITU와 연계를
가진 양대 공산당 모두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UPA에서 빠져 독립된 야당 그룹을 이루고 있다.
두 공산당은 2008년 인도-미국 핵 협상 때문에 당시 집권연합이던 중도좌파 성향의 UPA에
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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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농민 문제가 될 전망이다. 농촌 경제가 침체하면서 농민들의 시위
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유권자 층인 농민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가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것이다. 다음 쟁점으로 실업 위기가 거론된다. 모디 정부는 부인하지만 연 7%를 웃도는 경제
성장률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자의 증가로 도시지역 고학력 청년층
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집권 민족민주연합(NDA)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
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인도 언론은 실업, 물가상승, 부패, 농민 문제가

5월 총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모디 정부의 실책으로 5월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의 유효성 상실과 현실성 부족 문
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의 주체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 인도 노동운동은 이념과 정당으로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노동조합 조직 구조도 기업
별 노조주의(enterprise unionism)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업 수준의 노동조합들인 지
역과 산업 수준의 연맹들은 인력과 자원이 크게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운동은
과학적인 이념과 노선을 세우지 못하고,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전반적
인 정책역량의 약화는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를 어렵게 만들고, 결
과적으로 노동운동의 동원화(mobilisation) 의존을 부추긴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업종과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별 노조운동
(industrial unionism)을 통해 초기업별 수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은 물론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통합이 날로 가속화되어 가는 인도 노동시장의 조건에도
부합되는 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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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성 페널티의
현황과 정책 제언, 그리고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그 효과성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미국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에 대
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저널리스트 앤 크리텐든(Ann Crittenden)이 “모성의
대가(The Price of Motherhood)”에서 미국에서는 여성 전반이 아니라 유자녀 여성들에 차
별이 집중된다고 주장한 것은 위와 같은 관심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Crittenden,

2001). 이에 본 글에서는 미국에서 유급 및 무급 노동과 관련해 모성 페널티가 실제로 존재
하는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최근의 분석들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
모성 페널티에 대한 분석들은 주로 유자녀 여성들이 남성 또는 무자녀 여성들에 비하여 얼
마만큼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자녀 여성들의 무급 노동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여성학자 조안 윌리엄스(Joan Williams)
는 “(미국) 경제는 유자녀 여성과 그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성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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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시장 내에서 심각한 (성별)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Williams, 1999: 2). 이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들에서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ideal worker norm)”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유급 노동을 최우
선으로 두도록 요구한다(Acker, 1990). 즉 노동자들은 가정생활이 없는 것처럼 노동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나 아이를 두고 있는 유자녀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유자녀 여성들
은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나 감정적인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상
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들
은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에서 벗어나는 유자녀 여성들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은 임금차별, 원하지 않는 경력단절, 고용 및 승진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모성 페널티는 단지 유급 노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앤 크리텐든은 유자녀 여성들
이 가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Crittenden, 2001).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미국 경제와 사회는 유자녀
여성들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진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요람을 흔드는 손’이며 미국 경제와 사회는 유자녀 여성의 돌봄노동에 무임승차
(free-riding)를 해왔다는 것이다(Williams, 1999: 9). 그럼에도 미국 내 돌봄노동에 대한 금
전적 보상은 상당히 취약하며 가정 내의 돌봄노동은 무급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당연하게 받
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기반에는 돌봄노동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다. 돈이 사랑을 살 수 없으며 사서도
안 되기 때문에 돌봄노동에는 금전적인 가치가 매겨져서는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가 돌봄노
동은 곧 무급노동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는 것이다(England and Folbre, 1999). 이때의 모
성 페널티는 이혼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 등의 상황에서 위자료나 피해보상 등의 액수가 유자
녀 여성들에서 현저하게 낮으며, 가정 내 돌봄노동만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유자녀 여성들은
비돌봄노동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가족구
성원의 복지혜택을 통해서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유자녀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이 여성 전체나 부모 전체가 겪는 불평등일 가능
성은 없는지의 문제다. 유급 노동시장 및 돌봄노동의 성차별 및 성별 분업에 대해서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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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들은 유자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보기 힘든 성차별 및 성별 분업 기제들에 대
해서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편견은 전공 분야 및 일자리 선택에서 성별 분리(gender segregation)를 가져오
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이 점차 더 중요시되는 현재의 경제구조와 맞물려 성별 노동시장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Bertrand, Goldin, and Katz, 2010). 또한 유
자녀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단지 직접적으로 유자녀 여성들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무자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별 불평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다. 무
자녀 여성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용주들의 예상으로 인하
여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무자녀 여성들이 아이를 출
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유동적인 시간 사용에 대한 요구 및 낮은 직무 몰입도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평균적으로 무자녀 여성들을 장기
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고 이들을 고용 및 승진, 교육 등 다양한 측면들에서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Cummins, 2005). 또 다른 측면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이 겪는 불평
등이 부모 전체가 겪는 불평등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유자녀 남성들도 육아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
할 가능성이 있다. 무급 돌봄노동의 성별 분업 및 차별의 경우에도, 단지 유자녀 여성들만이
아니라 여성 전체가 성별 분업과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자녀 남성들 또한 육아에
참여하여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유자녀 여성들이 과연 고유한 차별을 큰 폭으로 경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자녀 여성들이 경험하는 모성 페널티는 중요한 유급
및 무급노동 차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코넬(Cornell) 대학교의 실험 연구는 유자녀
여성들은 무자녀 여성들에 비해 고용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유자녀 여성들이 무자녀 여
성들에 비해 고용에서 더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공한 바
있다(Correll, Benard, and Paik, 2007). 또한 유자녀 여성들은 무자녀 여성들보다 조직 내부
에서의 승진 및 노동시장 내 전반적인 직급 향상 등에서 더 두꺼운 유리천장(glass ceiling)
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승진 가능성을 평가하도
록 한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유자녀 여성들은 무자녀 여성들이나 남성에 비하여 자신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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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자녀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자신이 장
시간 동안 노동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들과 비슷
한 시간 동안 노동하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 승진 가능성의 자체 평가에 크
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 이유는 고용주들이 자신들을 언제든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
고 인식할 것이라는 믿음이 주된 것이었다(Wynn, 2017). 결과적으로 이는 유자녀 여성들이
무자녀 여성들에 비하여 더 높은 확률로 유급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Hochschild, 1997;
Stone, 2007),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다(Blau and Kahn,

2017; Budig and England, 2001). 반면 유자녀 남성의 경우에 오히려(나이, 교육수준, 자격
수준 등이 비슷한) 무자녀 남성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
여(Kmec, 2011), 유자녀 자체가 모성 페널티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돌봄노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자녀가 없는 시기에는 남녀 간의 가사노동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가 자녀가 생기기 시작할 때 돌봄노동이 유자녀 여성들에게 집중되
기 시작하여 가사노동의 남녀 간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erber 1982). 결론적
으로 여성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기제들도 분명하게 존재하나, 모성 페널티가 성별 불
평등 또는 가족 구성에 따른 불평등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다.

■ 모성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제안들
위와 같은 모성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것에는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먼저, 일-가정 양립
(work-family balance) 관점의 연구들은 일과 가정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
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성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일-가정 양
립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reenhaus and Allen, 2011; Grzywacz and Carlson,

2007).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정책들이 유자녀 여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시간과 금전
적 제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앤 크리텐든은 모든 부모가 각
각 1년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지 풀
타임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까지 적용되는데, 이는 유자녀 여성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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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부담 때문에 파트타임을 선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Crittenden,

2001). 또한 무료 공공 돌봄서비스가 미국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Connelly, 1992).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유자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동시에 요구하는 시
간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유자녀 여성들이 휴가를 사용하였
을 때 예상되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제약을 해
결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제안은 조직과 일자리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더욱 주목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미국의 조직들이 유자녀 여성들을 승진 및 고용, 핵심 업무 분담,
그리고 업무 관련 또는 개인적인 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자녀 여성들을 차별하는 경향들
을 보고하여 왔다. 이에 따라 조직과 일자리에서 유자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
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첫째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다(Gilbert
and Ivancevich, 2000; Gilbert, Stead, and Ivancevich, 1999). 이는 유자녀 여성들이 겪
을 수 있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고용 및 승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사회가 유자녀 여성들이 수행하는 무급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겨
야 하며 유자녀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여야 하고, 조직들도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위
의 당위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단지 조직의 정책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식들도 제안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로는
의무적 다양성 교육(diversity training) 참여와 고충 시스템(grievance system)을 들 수 있다
(Linenberger and Keaveny, 1981; Pruitt et al., 2018). 의무적 다양성 교육은 유자녀 여성
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유자녀 여성들에 대한 차별들
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고충 시스템은 조직 내 차별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적으
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 및 돌봄노동이 곧 무급노동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
다(England, 2005). 이러한 노력에는 유자녀 여성들의 가사 및 돌봄노동이 미국 사회에서 중
요한 도덕적 및 사회적 역할을 하며 금전적 가치가 반드시 사랑이나 도덕성을 침식하지 않기
때문에 유자녀 여성들에게 적합한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뒷받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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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노력들은 ①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유자녀 남성과 여성의 공동 가계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혼 등 다양한 사건과 마주하였을 때 유자녀 여성들이 보다
충분히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연금 등의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유자녀 여성
들이 수행하는 가사 및 돌봄노동이 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자녀와 유자녀
여성, 특히 싱글맘들의 생계와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아동 및 그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생활수급비 및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등 진보적인 아동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
들로 구체화된다(Crittenden, 2001).

■ 제안들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들은 위와 같은 제안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먼
저 많은 연구들이 유급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정책들이 유자녀 여성들의 유급 노동시장 참여
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Joesch, 1997).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유자녀
여성들은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휴가 전 유자녀 여성들이 근무
한 곳과 동일한 회사에 머물 가능성이 더 크다(Baum and Ruhm, 2016). 특히 유급휴가는 휴
가기간 동안 금전적인 필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유자녀 여성들에게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ossin-Slater, Ruhm, and Waldfogel, 2013). 반면 유자녀 여성들이 일-가
정 양립 정책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자녀 여성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유인이 더 크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은 유자녀 여성들을 더
심각하게 차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andel and Semyonov, 2005). 결과적으로 일-가
정 양립 정책을 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지 않
는 것으로 드러났다(Glass and Camarigg, 1992). 또한 유급휴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
을 때, 유자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위와 같은 정책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급휴가 정책이 가사노동 분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Hook, 2010).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충분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양쪽 부모가 유급휴가를 나누어 쓰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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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이며 무료인 공공보육은 모성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다(Connelly, 1992). 이 경우, (저소득층) 여성들은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임금이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이 상대적
으로 자유롭게 유급노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정적 및 시간적 제약의 중첩된 어려움을 경
험하는 싱글맘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위 정책에 대한 정치
적 저항이다. 공공보육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세
금 인상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충처리 절차, 의무적 다양성 교육은 일과 가정 균형 관점의 함정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작업장에서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키지 않고 여성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제안되는 정책들은 오히려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이다. 앞선 유급휴가의 사례를 통해 보자면, 유자녀 여성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일
자리에서의 적대적인 반응은 유자녀 여성들로 하여금 유급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거나 낮
은 임금을 받는 대신 조금 더 유자녀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하는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Williams, Blair-loy, and Berdahl, 2013). 관련하여, 특
히 젊은 세대의 경우 가사 및 돌봄노동의 성별 분업이 주로 직장에서의 차별에 의해 재생산
된다는 연구가 있다(Gerson, 2010). 즉 직장에서의 성 차별이 남성으로 하여금 유급노동에
집중하고 여성들은 돌봄노동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 가부
장제의 침식은 성 차별을 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직들이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 고충처리 절차, 의무적 다양성 교육을 통하여 과연 직장 내 가부장제를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조직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면서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상징적인 제스처로서만 외부에 전시할 뿐 실제로 차별적인 문화를 바꾸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다(Dobbin and Kalev 2007; Edelman, 2005). 다양성 교육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상
징적인 의례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외부에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충 시스템도 조직 차원에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노력을 근거로 남겨 법적 문제
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와 같은 정책들의 도입은 여성들이 구
색 맞추기(tokenism) 식으로만 고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조직 내에서 반발(backlash)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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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Kanter, 1977; Superson and Cudd, 2002).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자발적인 다양성 교육과 다양성 관리자(diversity
manager)를 배치하는 것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에는 차별 문제들이 상징
적인 차원으로 조직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조직 내부에서도 차별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이 차별행위에 대해서 더 조
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자
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어 조직 내 다양성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Dobbin
and Kalev, 2016).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자녀 여성의 권리에 필요한 변화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미국에서 돌봄노동이 상당 부분 민영화되어 있는데다 이미 형성된 임금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Estévez-Abe, 2005), 유자녀 여성의 돌봄노동에 ‘적절한’ 보
상을 책정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된다. 관련된 연구는 여성들이 주로 분포한 일자리들
에서 임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여성이 일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내
놓은 바 있다(Levanon, England, and Allison, 2009). 그렇다면 돌봄노동은 이혼이나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엄청난 저평가를 겪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법원처럼 가정
의 소득수준에 따라 돌봄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 여성들에게 불리한 영
향을 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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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연구원 설립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 정부는 좋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동자 개인과 노동시장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근로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 왔다.1) 특히 정부는 근
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을 두어 지속적으로 근로환경을 감독하면서 관련 지식 및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근로환경에 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근로환경청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사회적 파트너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근로환경에 대한 학술연구와 더불
어 미래 전망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는 세
계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근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반면, 변화에 대응할 전략
을 내놓을 연구기관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 지적이었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2018년 근
로환경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적·실용적인 연구에 힘쓸 수 있
는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이 설립된 스웨덴 근로환경연구원
(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을 소개하고 이 기관에서 맡게 될 주요 연구분야에
대해 다룬다.

1)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2020(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
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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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근로환경 연구기관의 역사와 근로환경청
스웨덴 정부는 1970~80년 동안 근로환경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며 해당 분야의 기초를 닦
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래, 근로환경 연구는 점차 정부의 관심영역 밖으로 사라
졌으며, 해당 분야 연구를 이끌던 국가노동생활연구원(Arbetslivsinstitutet)이 2007년 폐쇄
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근로환경청 역시 감축된 예산으로 인해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및 지식
제공의 업무를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2)
근로환경청은 근로환경 감독, 정부정책 검토, 단체협약상에 나타나 있는 기준 확인, 근로환
경 연구자료 리뷰 등을 통해 근로환경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이 밖에도 산업재
해, 물리적 위험,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질환 등에 대한 통계자료도 함께 제공해왔
다. 하지만 사회적 파트너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근로환경 관련 연구에 있어 근
로환경청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해왔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근로환경에의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구성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대한 지식 제공이 미비하다며 근로
환경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 노동인력을 스웨덴 노동시장 내에
어떻게 잘 적응시킬 것인지, 그들을 위한 좋은 근로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
한 연구 및 지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근로환경청은 이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근로환경 관련 연구 및 지식 제공에 집중할 수 있
는 새로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 근로환경청의 보고서4)에 따르면, 근로환경청
은 주어진 업무의 과중(감시 및 통계 자료 제공) 등으로 인해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근로환경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70~90년대의 근
로환경 연구는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직장 내 물리적 충격 혹은 상해에 대
한 연구에 집중했던 반면, 현재의 근로환경 연구는 노동자에게 미치는 미시적 영향(조직, 개
인의 심리적 요인)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여성과 젊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2) Arbetsmiljöverket(2015), Swedish Work Environment Research 2017–2027: Input to the
Government’s Research Policy.

3) Ibid. pp.18-20.
4) Ibid.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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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직업병을 앓게 되면서 새로운 근로환경에 대한 대안과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스웨덴 근로환경청은 새로운 근로환경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구
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3
년간 주어지는 재정지원을 6년까지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로환경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가 학계에 기여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 스웨덴 근로환경에 직접적으
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이해관계자들(근로환경청, 정부, 노조, 사용자단체
등)과 세미나 등의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로환경연구원(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의 설립
근로환경연구원은 근로환경에 대한 지식(통계자료 및 연구)을 제공하는 역할을 중점적으
로 담당하며 해당 지식을 특정 직군 및 산업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근로환
경연구원은 2018년 6월 스웨덴의 예블레(Gävle) 지역에 설립되었다. 예블레 대학교가 오랜
기간 동안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는 점과 예블레 지역이 다양한 직업군, 기술
직들이 모이는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해당 기관의 위치를 결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근로환경
연구원의 초대 원장은 예블레 대학교에서 건강 및 노동생활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나데르 아
마디(Nader Ahmadi) 사회학과 교수가 맡게 되었다. 연구원이 설립된 2018년에는 정부 예산

1,880만 크로나(한화 20억 원가량)가 투입되었으며 연구원의 설립이 온전히 마무리될 2020
년에는 3,500만 크로나(한화 30억 원가량)를 할당받을 예정이다.5) 한편 근로환경연구원의
원장은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연

5)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8), “Nader Ahmadi new Director-General of the Swedish
Agency for Work Environment Expertise (SAWEE),”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s://www.
government.se/articles/2018/06/nader-ahmadi-new-director-general-of-the-agency-forwork-environment-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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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지식을 확보하고 정책 입안 등의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환경연구원이 우
선적으로 밝힌 목표는 다음과 같다.6)

① 근로환경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식 확산에 기여 : 근로환경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
학계뿐 아니라 스웨덴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근로환경정책의 평가 및 분석 : 근로환경정책은 병가 및 직업병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가
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정부정책의 방향에 기여한다.
③ 근로환경에 대한 감시 및 관찰 : 근로환경청과 함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
때 감시와 관찰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④ 직업병 관리 및 치료 서비스에 도움 : 근로환경은 직업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연
구원은 직업병의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성공적인 직업병 치료를 위해 어떠한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조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⑤ 근로환경 관련 국제적 기준 및 지식에 기여 : 근로환경 관련 국제적 기준에 관심을 두고
해당 기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웨덴 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스웨덴의 근로환경 지식
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근로환경청 보고서7)에서 지적했듯,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산업 현장에 올바르
게 전달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원에서 다룬 지식 및 연구를 사회적 파트너 및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근로환경청을 비롯하여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과제를 장기적으로 진
행해온 연구기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근로환경연구원은 우선적으로 현재까지의 근로환경 연
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6) 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2019), ”Vårt arbete,”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s://
www.mynak.se/om-oss/vart-arbete/

7) Arbetsmiljöverket(2015), Swedish Work Environment Research 2017–2027: Input to the
Government’s Researc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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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8)
미래의 노동생활(Framtidens arbetsliv)
근로환경연구원이 스웨덴 정부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과제는 기후변화, 기술변화, 인력확보
경쟁, 유연화된 노동이 가져올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적으로 근로환경연구
원은 국내외 최신의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건에 대해 연구할 예
정이다. 해당 연구과제를 이끌고 있는 헬레나 얀케(Helena Jahncke) 연구원 및 해당 프로젝
트 담당 연구진들은 연구 진행 중에 근로환경 변화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제는 2020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조직요인에 대한 연구(Organisatoriska
friskfaktorer)
기업 내 조직구조 및 조직 내 리더십이 노동자의 건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스웨덴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근로환경 문제 중 하나는 조직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 및 근골격계통의 직업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원
에서는 어떠한 조직구조와 특성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조직요인에 대한 연구와 감시를 실시해온 근로환경청, 사회보장
청과 함께 진행하며 2021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Friska och välmående arbetsplatser)
연구원은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와

8) 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2019), ”projekt,”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s://www.
mynak.se/proje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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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의 목적은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의 요건에 대한 노동
자들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 및 지원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직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 연구과제는 2020
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직업병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평가(Företagshälsovårdens kompetensförsörjning)
직업병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고 그에 따라 현재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평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뿐 아니라
고용주, 노동자 개인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의 운영이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를 구
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연구한다. 이 연구는 2019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직업병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기(Företagshälsovårdens riktlinjer för
evidensbaserad praktik)
직업병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연구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
비스 제공자들에게 전달한 후 이를 따르게 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 역시 2019년 3월에 마무
리 될 계획이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최근 설립한 근로환경연구원과 해당 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될
주요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
동시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내 근로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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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연구기관은 2007년 이후 사라져 근로환경 감시를 주로 담당하
던 근로환경청이 그 역할까지 담당해왔다. 하지만 그 이후 근로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정신질환 등이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파트너들은 정부에게 대책 마련
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 이해 관계자들에
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스웨덴 정부는 근로환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
기관을 만들게 되었다. 이 연구기관은 현재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정책과 기관들에 대한 평가
및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다가올 미래의 근로환경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기존
의 근로환경청이 근로환경과 관련한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만을 담당했다면, 근로환경연구원
은 이에 더해 근로환경 변화에 맞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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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부당노동행위
규범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베트남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 머리말
베트남은 헌법과 법률에 부당노동행위의 기초와 규율을 담아 집단적 노동관계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헌법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법에 부
당노동행위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헌법에 노동3권을 명시하지 않고
노동조합법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지만,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법규 그리
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법적 규제의 모습은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노
동조합은 국가 기관으로 간주하여 관리된 탓에 친기업적·친사회적 성향을 보여와 부당노동
행위를 둘러싼 쟁점이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있어 노동조합 본연의 모습
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규 수정을 예고한 상황이다.1) 만약 이러한 흐름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하게 되
고 부당노동행위가 새로운 집단적 노동관계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을 살펴보고 위와 같은 변화들이 노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정부가 발표한 베트남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국가가 그동안 제한해 왔던 노동조합의 권리를 전면적으
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박재명(2018), p.57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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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헌법상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규율
베트남 현행 헌법(2013)은 노동3권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명
시하고 보호 가치를 설시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은 노동조합을 국가 기관(조직)으로 간주하여 단일 노동조합총연맹에 자국의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을 귀속시켜 조직을 일원화하고 수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
영방식을 민주집중원칙제(Thực Hiện Nguyên Tắc Tập Trung Dân Chủ)2)라고 하는데, 이는
베트남의 헌법상 원칙으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 사회나 정치 조직을 국가 기관으로 간주하여
관리하는 것으로3)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한다.4)
베트남 헌법 제10조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며 합법적 권리
와 이익을 보호받는 사회·정치조직…”이라고 정의하여, 헌법상 노동조합의 보호 가치와 법익
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5) 이어 헌법 제

57조는 “국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안
정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의 노동자(노동조
합) 보호책임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다.

2) 베트남 헌법 제8조 제1항 국가는 헌법과 법률로 사회를 관리하며, 민주집중원칙제를 이행한다.
3) 베트남 헌법 제9조 제2항 베트남 노동조합 및 공산주의 청년 동맹…(중략)… 등은 국가의 사회·정치 조
직으로 설립한다.
4) 베트남 노동조합법(12/2012/QH13) 제6조(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원칙) 제1항 노동조합은 자
발성에 기초하여 설립하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운영한다. 제2항 노동조합은 국가의 법과
공산당의 방침·정책들과 부합하여야 하며 베트남 노동조합 정관에 따라 조직·운영한다.
5) 베트남 헌법 제9조 제1항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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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규정
베트남은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을 노동법( 10 / 2012 /QH 13 )과 노동조합법( 12 / 2012 /
QH13) 모두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조합에 관한 일반원칙을(제13장 제188조~제

193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6) 부당노동행
위 처벌 규정7)은 각 법률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시행령에 위 두 법률 각각의 부당노
동행위 유형을 통합·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8)
각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활동과 관련하여 엄
격히 금지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동법 제190조)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노동자9)의 노동
조합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동조 제1항)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
입, 활동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동조 제2항),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활동 참여를 금지
또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동조 제3항),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임금 및 노동시간 또는 노동관계상 권리나 의무를 차별하는 행위(동
조 제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조합법에서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동법 제9조)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동조 제1항),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이유
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행하는 행위(동조 제2항),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에 경제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동조 제3항) 그리고 노동조합을 국가의 이익 또는 법률, 기업, 기
관, 조직 및 각 개인의 이익에 반하여 이용하는 행위(동조 제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설립 주체를 자국민에 한정하여 외국인에게는 이를
6) 법제개편을 통해 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적인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을 노동조합법에 일원화하
여 규율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노동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8) 베트남은 법규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념과 내용이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동일하여 해당 내용을 부당노동행위 규정이라 간주
하고자 한다.
9) 베트남 노동법 제189조는 기업 및 기관, 조직에서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활동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동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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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 베트남은 현행 노동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한 벌칙(행정벌)을 하나의 시행령으로 두고(95/2013/ND-CP, 2013) 있는데, 이 시행령의
부분적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새로운 시행령(88/2015/NĐ-CP, 2015)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1>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시행령(88/2015/NĐ-CP) 제17조 24

벌칙

<제1항>
a)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필요한 업무를 보장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간부를 해당 근무지에 배치하지 않는
경고 또는
행위
과태료
b) 사용자가 노동조합 비전임 간부에게 정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c) 직속 상급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하위 노동조합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 5백만~1천만 동
(VND)
를 방해하는 행위
d)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조건 조성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않는 행위
<제2항>
a)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화 또는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1천만~2천만 동
b) 사용자가 노동조합 비전임 간부에 대하여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또는 직속 상급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
(VND)
가 문서로써 동의하지 않음에도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 배치전환을 하는 행위
<제3항>
노동조합을 국가의 이익 또는 법률, 기업, 기관, 조직, 각 개인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용하는 행위

1천만~2천만 동
(VND)

부당노동행위의 첫째 유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표

1>과 같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비전임)에 대한 불이익 대우 금지, 단위 사업장의 직속 상
급 노동조합과 연대활동 보장,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에 관한 여건 조성,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대화) 거부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의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동 시
행령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사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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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부당노동행위
시행령(88/2015/NĐ-CP) 제17조 24a

벌칙

<제1항>
a)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임금 또는 노동시간, 기타 노동관계상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차별한 행위
경고 또는
b) 노동조합 비전임 간부가 본인의 임기 중 사용자와의 노동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이 노동조합 간부와
과태료
의 노동계약을 그 임기까지 연장하지 않는 행위
3천만~5천만 동
c)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위법하게 징계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
(VND)
지, 해고하는 행위
d)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승진을 거부 또는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위
đ)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신뢰(위신)를 저하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항>
a)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b)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선출 사항을 지배 또는 개입, 선택하는 행위
c)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활동에 관한 것을 강요하는 행위

과태료
5백만~1천만 동
(VND)

<표 2>의 유형은 우리 노동조합법의 전형적인 불이익취급 금지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의 지배·개입 금지와 닮아 있다. 이러한 행태는 노동조합 존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베트
남에서도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부당노동행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또한
동 시행령 제1항 제c)호 조문은 구 시행령의 내용에 구체적인 예시(… 노동자들을 위법하게
징계 또는 일방적 노동계약 해지, 해고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고, 동항 제d)호와 제đ)호 그리고 제2항의 제a)호 와 제b)호를 신설함으로써 불이익 취
급 금지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관한 부당노동행위의 예시와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현재 동 시행령 제1항 제b)호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10)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비전임
간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비전임 간부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임
기까지 노동계약을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
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비전임 간부의 임기만큼 퇴직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문
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정법에서는 본 규정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1)

10) Lưu Bình Nhưỡg(2015).
11) Nguyễn Thị Bích(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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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적 방법 또는 기타 불이익 방법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시행령(88/2015/NĐ-CP) 제17조 24b

벌칙

<제1항>
a) 사용자가 노동조합 비전임자에게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
지 않은 행위
b)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단체협약상 보장된 권리나 복지를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하는 행위
c)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제적 영향(부정적)을 주는 행위

과태료
5백만~1천만 동(VND)

시행령(88/2015/NĐ-CP) 제17조 24c

벌칙

<제1항>
a) 사용자가 노동조합비를 지연 납부하는 행위
b) 사용자가 노동조합비를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c)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납부 대상(노동자 수)을 축소하여 계산, 납부하는 행위

과태료는 납부 노동조합비의
12~15%
단, 과태료 총액은 7천 5백만 동
(VND)을 초과하지 못함

과태료는 납부 노동조합비의
<제2항>
18~20%
사용자가 노동자가 납부하여할 노종조합비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지 않는
단, 과태료 총액은 7천 5백만 동
행위
(VND)을 초과하지 못함

<표 3>의 상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제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
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다. 동 시행령 제17조 24b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
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제적 불이
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구 시행령 벌칙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반면 <표 3>의 하단 동 시행령 제17조 24c는 신설된 조항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비를 해
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개념의 범주에 들어
가기보다는 기업이 사회보험처럼 노동조합에 관한 납부의무를 회피한 것에 대한 벌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기업은 노동자 월급의 2%를 노동조합비로(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12) 노동자는 월급의 1%를 노동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 단
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은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급 노동조합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12) 세부 규정은 시행규칙 191/2013/NDCP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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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표와 같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권한과 절차는「 노동법 위반 등에
관한 행정처분 시행령(95/2013/ND-CP, 2013)」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
리하면 해당 행정처분 권한은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Thẩm quyền xử phạt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동 시행령 제36조)과 근로감독관(Thẩm quyền xử phạt của Thanh tra lao động,
동 시행령 제37조)에게 있으며 이들은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과태료 부과, 기
타 이행조치를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처벌권한을 가진 자 또
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벌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15/2012/QH13)」제5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동 시행령 제40조).

■ 시사점
베트남 정부가 예고한 노동조합 변화의 핵심은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여 단
체교섭 및 노동조합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책임성과 대표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그간 제한이 많았던 노
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단위 기업에 복수의 노동자단체를 승인함으로
써 집단적 노동관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노사자치
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는 자칫 노사관계를 대립적이고 투
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이슈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는 법제 개편 이후 재정립될 집단적 노동관계
를 위한 공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노동조합)는 서로를 기업경영의 동반
자로 인식해 새롭게 전개되는 노동관계 변화에 순조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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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연
 방정부 공무원 연맹,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소송 제기
2018년 12월 31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예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노동을

대표하는 최대 노동조합인 연방정부 공무원 연맹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초과근무수당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FGE)

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연방 교도소 간수로 일하고

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임금 및 시간 소송을

있는 공무원 2명이 연맹을 통해서 임금을 요구하

제기했다. 이는 12 월 22 일 시작된 정부 셧다운

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공정노

(shutdown) 상황이 사십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배하였으

임금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하였다는 주장에서 시작

며, 이들의 요구는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된 것이었다. 미 의회에서 미-멕시코 간 국경에 장

공정한 것으로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벽을 설치하는 예산 등의 문제로 예산문제가 합의

2019년 첫 기본급여 지급일인 1월 5일 전까지는

를 이루지 못하자, 미 정부는 ‘필수적인(essential)’

필수적이거나 예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

또는 ‘예외적인(excepted)’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원들 중 초과근무를 수행한 인원들만이 소송을 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기능을 자체적으로 폐쇄한

기할 수 있었으나, 1월 6일 현재도 셧다운이 지속

바 있다. 이와 같은 셧다운 상황은 앞으로 장기화될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소송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이에 따라 필수적이거나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 Politico(2019.1.6), “Government Shutdown 2018: Latest Update from Capitol Hill and the White
House,” Retrieved on January 6th, https://www.politico.com/latest-news-updates/governmentshutdown-2018
2) The Washington Post(2019.1.1), “ ‘Nothing short of inhumane’: Union sues Trump administration
over shutdown,” Retrieved on January 6th,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1/02/
federal-work-force-shouldnt-be-used-pawn-union-sues-trump-administration-overshutdown/?noredirect=on&utm_term=.9e1558ddb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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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8년 한 해, 교원 노조들의 파업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 보여
2018년 교원 노조들의 파업은 8개 주 단위의 파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2012년 시카고 교원 파

업(웨스트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주, 오클라호마 주,

업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어젠다로서 파업의 목적

노스캐롤라이나 주, 켄터키 주, 조지아 주, 콜로라도

이 교원들의 처우 개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애리조나 주)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

공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교원들의 처

는 양상을 보였다. 많은 경우 파업은 전체적으로 교

우 개선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

원들에 대한 처우가 더 열악했던 정치적으로 보수

의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주 파업의 경우

적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9년

에는 낡은 교과서들과 교보재, 건물 등이 주된 요구

1월 시작된 로스앤젤레스 파업의 사례는 진보적인

사항 중 하나였다. 또한 교원들의 처우가 낮아 교원

지역에서도 파업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용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

교원들은 강철 제조 노동자나 채굴 노동자 등 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공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

통적으로 노조가 강세였던 집단들에 비하여 파업에

어진다는 주장이 교원 노조 파업에서 공통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교

발견되었다.1) 이렇듯 교원 노조 파업의 프레임이

원 노조의 파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바뀌면서 교원들의 파업 참여수준이 빠르게 증가하

그 원인으로는 교원들이 파업의 목적을 재정의하

였으며, 이는 다른 노조 활동의 동원에서도 중요한

여 자신들의 동원(mobilization) 수준을 증가시킴

시사점을 던져준다.

과 동시에 공동체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1 ) The Atlantic( 2019 . 1 . 22 ), “ America ’ s Teachers Are Furious, ” Retrieved on November 24 th,
2018 , https://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 2019 / 01 /teachers-are-launching-arebellion/580975/

미국 : 2018년 12월 실업률(3.9%) 견조한 수준 기록
미국 경제는 2018년 12월 한 달간 31만 2천 개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일자리 수치가 발

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했

표되었다”고 하였으며, 알렉스 아코스타 노동부 장

다. 이는 201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

관은 8개월간 실업률은 4% 이하였으며, 특히 유색

률이며, 기대치보다 양호한 숫자이다. 당장 트럼프

인종,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실업률 역시 낮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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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8년 미국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RSM 국제 컨설팅 그룹 수석 경제학자 Joseph
Brusuelas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률

Michael Hicks 교수는 사용주들이 일손이 부족하
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은 그 명확한 증거
라고 했다.

은 올해 임금상승률이 3.2%로 견조한 수준을 기록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하여, 기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인

미지수이다. Hiring Lab의 Martha Gimbel은 미국

들이 일터로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all State

주식시장이 불확실성하에 있고, 노동시장 호조세

University의 Michael Hicks 교수 역시 높은 수준

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의 임금상승은 기존에 비정규적으로 일하던 웹사

에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이트 제작자, 집 수리공 등을 보다 정규적인 일자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미 애플은 무역전쟁

리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으로 인해 분기 실적 전망치를 15년 만에 하향조정

임금상승은 기업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높

할 것으로 발표했다.1)

은 수준의 임금을 유인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 The Washington Post(2019.1.4), “U.S. economy added 312,000 jobs in December and wage
growth gained steam, marking a strong finish to 2018 ” , https://www.washingtonpost.
com/business/ 2019 / 01 / 04 /saw-strong-job-growth-looks-riskier/?noredirect=on&utm_
term=.4c537a9181ed

스웨덴 :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노동시장 전망(2018~2020)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2018년에 이어

라 전망했다.

2019 , 2020 년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예

고용서비스센터의 전망에 따르면 자국민뿐만 아

상했다. 2018 년 이전보다 증가세는 더디겠으나

니라 이민자의 고용률 또한 증가하여 2019~2020

2019~2020년에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111,000개

년에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 중 80%가량은 이민노

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1)

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실업자 중 다수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2018년에는 경제활동가

가 이민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능인구 기준(16~64세 구간), 85,000개의 일자리가

노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약 65,000개, 2020년에는

히 비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이민노동자들을 위한 일

4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밝혔다.

자리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 고용률이 79.5%에 이를 것이

공공고용서비스센터 미카엘 훼베리(Mik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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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öberg) 소장은 스웨덴의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

훈련 부족으로 인해 실업을 택한 구직자들이 많다

리지 않고 더욱 많은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

는 점을 근거로 직업교육 및 훈련에 지속적인 노력

며, 2020년까지의 스웨덴 노동시장에 대해 긍정적

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현재 스웨덴의 서비스산

한편 미카엘은 스웨덴 경제가 현재까지는 순항하

업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여전히

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견해를

숙련된 노동자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2020년 이후의 노동시장은 침체될 가능

들며 숙련 노동자들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

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했다. 또한 스웨덴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교육 및

1) Arbetsförmedlingen(2018.12.12), “Arbetsförmedlingens arbetsmarknadsprognos 2018-2020,” https://
www.arbetsformedlingen.se/Om-oss/Statistik-och-publikationer/Prognoser/Prognoser/Riket/201812-12-111-000-nya-jobb-till-2020.html

스웨덴 : 이민국 2017년보다 취업비자 발급건수 증가
2018년 한 해 동안 스웨덴 이민국은 2017년에

로 이 분야에는 건축가, 변호사, 의사, 교사, 수의사

비해 예산이 11%나 삭감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

등이 포함된다. 이민국은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분

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고자 했던 목표치만큼

야에 속한 7,059명의 이민 노동자들에게 취업비자

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에

를 발행했다. 전문가 직군을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

49,100명의 이민 노동자가 이민국을 통해 취업비

한 직군은 기술자 분야(7,036건), 서비스 및 돌봄,

자를 승인받았는데 이는 2017년의 38,400명에 비

영업 분야 종사자들로 나타났다.2)

해 10,700명 증가한 것이다.1)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이민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총 51,430건의 취

5,148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는 4,966명, 우크라이

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중 80% 정도가 취

나, 중국, 터키, 이라크, 미국, 브라질, 세르비아, 이

업비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

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는

20,841건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에 의해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직군 중 가
장 다수를 차지한 분야는 전문가(Specialists)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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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받은 이민노동자들의 다수는 스톡홀
름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 취업비
자를 취득한 이민자 중 11,749명이 스톡홀름으로
이주하였다.

세계노동소식

1) Migrationsverket(2019.1.2), “Migrationsverket nådde målen för 2018,” https://www.migrationsverket.
se/Om-Migrationsverket/Pressrum/Nyhetsarkiv/Nyhetsarkiv-2019/2019-01-02-Migrationsverketnadde-malen-for-2018.html
2) The Local(2019.1.3), “How many people got a work permit in Sweden last year?,” https://www.
thelocal.se/20190103/how-many-people-got-a-work-permit-in-sweden-last-year

베트남 : 2019년 새해 주요 노동지표 발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통계국은 2019년 새

났다. 이어 실업률(2018년 전체)은 2.0%로 이 가

해를 맞아 주요 노동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

운데 도시 지역은 2.95%, 비도시 지역은 1.55%

을 살펴보면 2018년 4분기 기준 베트남의 법정

로 나타났고, 15세 이상~법정근로연령의 실업률은

은퇴연령까지의 노동가능인구인 15~60세 남성,

2.19%로 이 가운데 도시 지역은 3.10%, 비도시 지

15~55세 여성은 약 4,900만 명으로 전년(2017년)

역은 1.74%로 조사되었다. 성인(민법상 만 18세 이

동기대비 약 522,500명이 증가하였고 남성 근로

상) 실업률은 7.06%로 도시 지역은 10.56%, 비도

자는 2,680만 명(54.8%), 여성 근로자는 2,220만

시 지역은 5.73%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8년 4분

명(45.2%)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전 연령

기 기준 실업률은 1.99%, 15세 이상~법정근로연

의 노동가능인구는 5,57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령은 2.18%, 15~24세의 실업률은 6.78%로 나타

530,700명 증가, 이 가운데 남성 근로자는 2,920만

났다. 일자리 부족률은 2018년 1분기 1.52%, 2분

명(52.3%), 여성 근로자는 2,650만 명(47.7%)으로

기 1.43%, 3분기 1.45%, 4분기 1.44%로 전체 평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평균 노동인구는 5,430만

균은 1.46%(전년 1.66%)이고, 도시는 0.69%(전

명으로(15세 이상 전체 노동인구 기준) 업종별 종

년 0.84%), 농촌은 1.85%(전년 2.07%)로 나타났

사자 수는 농림수산업이 2,070만 명(38.1%로 전년

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율(농림수산

대비 2.1%p 감소), 산업 및 건설부분이 1,440만 명

업 제외)은 2018년 56.3%(전년 57.2%)로 도시 지

(26.6% 전년대비 0.8%p 증가), 서비스업이 1,920

역은 48%(전년 48.8%), 비도시 지역은 63%(전년

만 명(35.3%로 전년대비 1.3%p 증가)으로 나타

64.5%)로 나타났다.1)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기관지 바오전신, 2019년 1월 5일자, http://baodansinh.vn/nam-2018-laodong-trong-do-tuoi-lao-dong-la-487-trieu-nguoi-tang-5498-nguoi-d88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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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송출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20년까지 매년 10

3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50%에 이르고 있으

만~12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목표를

며 2020년에는 이를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

세우고 소득 향상을 위해 인력의 질을 높이는 정

러나 현재도 해외 송출 인력의 약 절반가량은 비숙

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련 노동자로 해외 노동시장의 니즈와 일치하지 않

현재 해외 4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 이상의 베트

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자격증 등을 갖춘 숙련 근

남 근로자들이 30여 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로자와의임금격차가 커 이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송출 인력은 100만 명

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

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일정기간 근무 후 귀

들의 직업훈련 비용 중 약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국). 특히 유럽, 일본, 대만, 한국에서는 업무에 대

30%는 해당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노동송출

한 빠른 적응과 성실함 때문에 베트남 근로자들을

업체가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해외 송출 근로자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중 루마니아, 폴란

의 모집과 선정, 교육방법 등을 지역 교육기관과 협

드, 노르웨이 등에서도 간호나 요양, 건강 분야를

력하여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어 교육도 강화할

중심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방침이다.1)

2003년 해외 노동송출 당시 이들의 직무 교육률은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발표, 2019 년 1 월 9 일자, http://www.molisa.gov.vn/vi/Pages/chitiettin.
aspx?IDNews=29177, http://baodansinh.vn/nang-cao-chat-luong-lao-dong-xuat-khau-d88264.
html

120_

2019년 2월호 <<

독자의견 수렴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제노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 ‘국제노동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노동브
리프가 다룬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점, 또는 주제 제안이나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향후 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x : 044-287-6099
e-mail : soohyang@kli.re.kr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93 FAX : 044-287-6099 http://www.kl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