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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어떤 노동개혁인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때 브라질은 한국의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 진영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나라 중 하나였
다. 노동자당이 집권한 나라, 성장과 재분배 정책의 선순환을 구현하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던 1990년대, 브라질은 하이퍼 인플레 사태 극복
을 위한 화폐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추진에 따른 몸살을 앓았고 1999년 금융
위기 사태까지 맞았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의 증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대중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 ‘룰라’로 대표되는 브라질노
동자당(PT)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2002년 집권에 성공한 뒤 한동안 브라질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다. 국내 산업생산 증가를 통한 성장 중심의 발전주의 경제정책과 ‘보
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저소득층 생계수당 지급 프로그램)’로 대표되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함께 폈다. 국내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고용 촉진과 실업 감소, 노동자 소득 증대와 부
의 재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모델을 추구하겠다는 전략1)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건 노동자당이 집권
한, 또한 성장과 재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성공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남미의 브

1) 오삼교(2002),「 브라질 대선과 노동자당(PT)」,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년 10월 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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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할당제와 같은 공
식적인 제도가 없어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노동자당과 브라질노총(CUT) 간의 관계를
통해 진보정당(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민주노총) 간의 관계 재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고, 지역운동 및 공동체 운동과 결합되어 있는 브라질 노동운동을 보며 사회운동으로서 노
동운동의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민주노총은 브라질을 비롯하여 남아공, 인도, 필리핀
등 경제·정치적 남반구에 해당되는 세계 14개국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
(SIGTUR)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남반구 노동조합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2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사회포럼(WSF)에서 제시되
었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은 한국에서도 오래 회자되었다.
하지만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브라질 실험의 성공여부와 맞물려 조금씩 줄어들었
다. 룰라 대통령 임기 8년 동안은 일정한 성과를 내는 듯하였으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수요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GDP 성장률은 감소하였
고 실업 증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재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간의 충돌,
정치적 좌-우파 간의 갈등, 좌파세력 내에서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룰라 이후 집권한 노동
자당의 지우마 대통령은 2016년 4월 탄핵되었다.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된 것은 물
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법인세 축소 등 기업 경쟁력 강
화 조치, 공공서비스 민영화 확대 등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에는 노
동법도 개정되었는데, 노조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노동조건을 유연화하며 아웃소싱 가능
업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사회자유당(PSL) 보우소나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친시장 정
책(market-friendly policy)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고용 확대나 실업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노동권 약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이 고용 창출, 투자 촉진, 경제활성화 등을 이끌 것이라
고 말하였지만 개혁 후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지표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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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률은 12%대에서 낮아지지 않고 있고,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자국 경제를 무역과 국제금융시장에 개방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했음에도 경제성장
률, 투자율, 제조업의 성장률, 대외무역 참여율 등의 지표는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개혁 조치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도 조직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화
물차 운전사들이 경유값 인상에 항의하며 10일 동안 파업을 하였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자,
화학, 물류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한동안 차질을 빚었다. 2019년 5월과 6월에는 재정 부
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
와 파업이 일어났다. 노동조합 진영은 물론 학생, 사회단체, 정치단체 등이 결합하여 전국적
인 대정부 반대 시위로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노동연구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어떤 노동개혁인가’를 화두로, 소득
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내건 한국 노동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브라질의 경험과 비
교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호 기획특집 주제는 ‘노동개혁의 명과 암: 브라질의 경험’이다.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브라질 학자들과의 세미나 내용을 좀 더 가다듬
어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세 편의 글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어 온 노동개혁과 2017년 단행된
노동법 개정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
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Vitor Araújo Filgueiras 교수와 Uallace Moreira Lima
교수는 노동권 약화와 노동유연화 확대, 소득 감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브라질의 노동개혁이
고용 확대, 수요 증진, 투자 촉진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2000
년대 브라질의 경험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
은 물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
하고 있다고 하였다. 브라질의 역사와 노동개혁 내용이 조금 낯선 독자들에게는 기획특집 세
번째 글인 노호창 교수의「 2017년 브라질 노동법 개정 동향과 평가」를 먼저 읽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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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노동개혁의 명과 암 : 브라질의 경험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브라질 노동개혁의 약속과
노동개혁 후의 현실
Vitor Araújo Filgueiras (브라질 바이아연방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

“연방정부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이 브라질에 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서론
전 세계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요구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올라가며 그 이후에
는 패권주의적 공공정책 방안의 광범위한 개혁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노동법을 개혁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입법
과정에 큰 변화 없이 기존의 노동규제 틀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
업이 노동법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영계는 브라질의 노동법이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
1) 브라질 노동연구협회(ABET) 간사(2018~2019), 캄피나스주립대학교(UNICAMP) 경제학 박사 후 과
정. 박사 후 인턴 근무(SOAS, 런던대학교). 바이아연방대학교(UFBA) 사회학 박사. UNICAMP 정치학
석사. UFBA 경제학사(2005). 전 노동부 노동조사관(2007~2017).
2) 2017년 개혁에 앞서 엔리케 메이렐리스(Henrique Meirelles) 전 재무부 장관의 발언, https://
g1.globo.com/economia/noticia/nova-lei-trabalhista-vai-gerar-mais-de-6-milhoes-deempregos-diz-meirelles.g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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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첫째,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가 부족
한 등 사실상 노동규제는 항상 취약했다. 둘째, 브라질 노동법은 수백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
어 있지만 불간섭주의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영국과 같은 국가들도 세부적인 노동법규에 수
백(어쩌면 수천) 개의 규정을 갖고 있다.3) 셋째, 브라질 노동법은 노예제도와 권위주의적 잔
재에 맞서기에는 취약한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브라질은 세계에서 소득 불균형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 노동법은 적어도 문명사회라면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노동자에게 식수 제공과 같은)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노동법은
집행률은 낮지만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이들에게 하나의 도구가 되어 왔다. 공식적인 고용
과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어떠한 시기에도 노동
권이 고용 성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다수의 연구가 브라질에서 노동소득
상승(특히 최저임금)과 소비와 투자의 상호보완성을 제기하고 있다(Carvalho, 2018).

2008년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탄력을 받았다(Adalsceti &
Morano, 2015). 브라질의 경우 당시 위기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수백 개에 달하는 노동법의
법률 조항을 개정했고 마침내 2017년, 기업과 고용주는 노동개혁을 이행했다.
이러한 개혁은 아래의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고용관계의 모든 측면(계약, 지
불, 근로시간, 보건, 안전)을 바꾸었다.
①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억압(다양한 상황에서의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지급을 받을 권리)
② 개별협약과 단체협약을 통한 권리 억압 허용
③ 기타 권리 집행의 약화(불안정 계약의 허용, 노조 약화, 노동법원에 대한 접근 제한)

이 글은 노동개혁의 약속, 법 개정 후 현실과 이러한 형태의 공공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논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 제시된 데이터는 브라질 전국가계
조사(PNAD)와 공식적인 고용행정데이터(CAGED 및 RAIS)를 통해 확보했다.

3) 예를 들어 작업장보건안전법(1974)은 117페이지에 걸쳐 4개의 파트와 8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노예법(2015)은 73페이지, 7개 파트, 62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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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약속
대부분의 노동개혁은 ‘현대화’,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신기술에의 법률 ‘적용’
등 몇 가지 분명한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누군가
‘현대화’ 혹은 ‘유연화’가 왜 필요한지 질문을 한다면 곧바로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다. 이때 ‘현대화’와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실업 퇴치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동개혁을 정당화하는 약속이다. 브라질 전 대통령
은 노동개혁을 가리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라고 발표하기도 했다.4)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다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주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야 하며, 이는 법률의 ‘유연화’를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유연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고용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첫째, 노동 입법은 ‘상향으로’ 유연하다. 이는
노동 기준은 임금 인상이나 유급휴일 지급 등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만 변화가 가
능함을 의미한다. 즉 노동 입법은 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상향으로만 유연하다. 과거부터
노동법은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조건에 대한 협상을 막지 않는다. 다
시 말하면, 노동법의 ‘유연화’ 확대는 기존 권리의 축소를 의미할 뿐이다. 둘째, 특정 상황에서
만 적용이 가능했던 유연한 권리는 노동개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인건비(노동권) 절감이 고
용주가 고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하게 하거나 장려한다는 발상에 착안한다.
브라질 노동개혁의 목표는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지배적인 주장에 따르면
인건비와 실업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관계의 기원은 신고전주의 경제이론과 그
뒤를 잇는 현대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고전주의 이론 중에는 서로 다른 견해가 여럿 있
지만, 이들 모두가 노동비용(임금 등)과 고용수준(일자리 수)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중 일부는 노동비용의 감소가 고용수준의 증가를 보장한다는 강경한 입장
을 취한다. 이 이론들은 인건비가 감소하면 고용이 증가하여 기업들은 수익 감소 없이 시장에
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수익이 증가하면 가용소득에 비해 소비를 줄

4) http://g1.globo.com/politica/noticia/2016/08/temer-defende-reforma-trabalhista-e-dizque-e-saida-para-manter-empreg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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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확대될 수 있는 경제의 저축이 증가하여 투자가 확대되고 그 결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구입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역적인 발상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는 주류 언론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다. 이 학설은 ‘유연한’ 가격의 필요성을 지지하
면서 이미 ‘유연화’에 대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5)
반면 다소 덜 강경한 입장의 일부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비용의 절
감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는 하나, 이는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혁이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OECD, 2018). 즉 보다 완화된 입장의 신고전주의 이론에 따르면 비용절감이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비용절감 그 자체만으로 그러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결코 고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규제에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요소가 존재한다. 브라질에서는 공식고용을 늘리기 위한 목
적으로 노동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장 운영에 대한 제약이 논쟁의 일부이다. 따
라서 이러한 제약을 정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선택이다.
나아가, 권리와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 덜 극단적인 가설에서는 노동법의 교화 역할
을 고려했을 때 왜 다른 변수들(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을 조정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
는지를 질문한다.
필연적으로 포함된 도덕적 이슈를 떠나, 권리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패권주의적 해석을 반
박하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인건비를 아무리 절감하더라도 추
가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고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인건비 절감이 수익을 늘
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수요가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
째,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투자로 이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데 왜 투자를 하겠는가). 넷째, 근로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
득을 고용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경제의 총수요와 생산 자체를 줄일 수 있어 인건비 절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5) 예를 들어 Mankiw(2005) 참조.

12_

2019년 9월호 <<

■ 개혁 후 현실
2017년 이후 실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공식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그 결과가 노동개혁과
의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법률 개정의 결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언론조차도 “노동개혁은 약속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비
공식성6)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7)
노동개혁이 시행된 후 실업은 채택한 개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별로 달라진 바가 없
다. 가장 제한적인 개념인 공개 실업률(open unemployment)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조사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없는 이들만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총실업(노동 저활용)은 공개 실업,
불완전 취업(원하는 것보다 적게 근로하는 자), 잠재 노동력(근로를 원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구직을 할 수 없거나 포기한 자)의 합계이다.
<표 1>에 따르면 노동개혁 직전 분기(2017년 10월까지)의 실업자는 1,274만 명으로,

2019년 5월 마감한 분기의 1,298만 4천 명(12.3%)과 비교해 경제활동인구의 12.2%를 차지
했다. 총실업률은 2017년 10월에는 2,655만 4천 명(23.8%)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5월
에는 2,852만 4천 명(25%)으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표 1> 노동개혁 후 브라질의 실업률 및 실업자 수
(단위 : %, 백만 명)
2017년 8~10월

2018년 3~5월

2018년 8~10월

2019년 3~5월

공개실업

12.2
(12.740)

12.7
(13.190)

11.7
(12.351)

12.3
(12.984)

총실업

23.8
(26.554)

24.6
(27.458)

24.1
(27.250)

25
(28.524)

자료 : 브라질 전국가계조사(PNAD - BRAZIL).

6) 비공식성(informality)은 서면계약 없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회보장에 접근이 제한된 자영업자
를 아우른다. 서면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는 일자리 형태가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일지라도 공식 고용
으로 간주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식 고용이 반드시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감독을 통해 공식적인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종의 사기의 피해자로서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하
는 현장이 발견될 수 있다.
7) https://economia.uol.com.br/reportagens-especiais/apos-um-ano-reforma-trabalhista-naocriou-empregos-prometidos-e-informalidade-cresceu/index.htm#nova-clt-completa-u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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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시장은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어 대체로 1분기에 실업률이 더 높고 이후 연중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률 동향을 파악하려면 전년도 동일 분기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에 따르면 공개 실업률은 2017년 10월 1,274만 명(12.2%)와 비교해 개혁 1년 후에는

1,235만 1천 명(11.7%)에게 영향을 주었다. 실업자는 2018년 5월 1,319만 명(12.7%)과 비
교해 2019년 5월 마감한 분기는 1,298만 4천 명(12%)을 기록했다. 한편 총실업률은 2017
년 10월 2,655만 4천 명(23.8%)에서 2018년 10월 2,725만 명(24.1%)으로 증가했다. 2018
년 5월 마감한 분기에는 2,745만 8,000명(24.6%)에서 1년 후 25%로(약 100만 명 이상) 증
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동일 분기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노동 저활용과 잠재 노동력의 증가는 공
개 실업률의 하향 변동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총실업률은 실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잘 보
여줄 뿐 아니라 공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실업 형태와 시간제 근로로 생
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개혁이 실업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면 개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
자리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자.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개혁에 대한 평가는 공식 고용증가에 초점
을 두어야 하며 이는 거의 모든 개혁의 변화와 약속을 아우른다. 2017년 10월 이후 2019년

5월까지 174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중 40만 6천 개만 공식 계
약을 통한 일자리였다.
계절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개혁 후 12개월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마지막 위기 기간
(2015~2017년)을 제외하고 공식 일자리 창출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여
기에는 GDP 성장률이 2018년(1.1%)과 동일했던 2003년, 0.1%p 하락했던 2009년도 포함
된다. 경기침체에 가까웠던 2014년(0.5%)과 비교해 개혁 후 12개월의 공식 일자리 창출은
(기저값이 작기 때문에) 절대수치는 나쁘지만 퍼센티지 기준으로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만약 이러한 수치로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이 고용형태에 대한
법률 개정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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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 가지 부문은 첫째, 운송, 보관, 통
신, 둘째, 부동산 활동,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셋째, 보건과 사회서비스이다. 개혁 1년 후, 35
만 6,045개의 순일자리 중 이들 부문에서 73.4%를 차지했으며 2019년 5월에는 40만 6천 개
의 순일자리 중 96%를 차지했다. 이 세 부문은 2019년 5월까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였다.
①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단일 부문으로서는 가장 큰 고용성장을 달성한 도로운송
부문은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끌어낸 노동규제 변화로부터 뜻하지 않게 큰 영향을 받았
다. 트럭 운전자들의 파업8)으로 자영업 트럭 운전자에 대한 최저 화물운송료가 결정되
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영업 트럭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되어 고용비용
을 높였으며, 공식적 근로자 고용이 자영업 운전자의 고용(개혁 1년 후 5만 명 이상 감
소)을 대체하도록 촉진했다.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에 반대하는 보호조치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 일자리 확대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② 14만 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보건과 사회서비스 부문은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브라질의 여러 공공 대학병원의 부분적 운영을 맡고 있는 한 기업은 5,000
명 이상의 신입 직원을 고용했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이러한 고용 확대는 개혁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불법적인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 노동법 규제 당국의 조치에 종
종 영향을 받는다.
③ 19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대상의 부동산, 임대, 서비스 부문은 개혁 전에 이
미 합법화된 소위 보조 직무의 아웃소싱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대규모 부문은
사무서비스, 행정지원,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청소 등 전형적인 아웃소싱 대상의 업무들
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웃소싱 외에 고용계약 개혁의 두 가지 주요 혁신은 파트타임 근무의 확대와 특히 영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의 합법화였다. 영시간 계약은 고정적인 근무시간과 임금이 없으
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데, 적어도 최저시급(약 1달

8) 2019년 5월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트럭 운전자 파업이 있었다. 자영업 트럭 운전자가 파업의 주축이었
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지불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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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의회에 제출한 개혁 보고서는 영시간 계약이 “10년 내에
약 1,400만 개의 공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 후 19개월의 결과
(7만 9천 개 일자리)는 한 해 평균 추정치의 5%를 간신히 달성했다.
파트타임과 영시간 계약하의 공식 일자리는 비공식 일자리의 유사한 여러 가지 계약방식
에 비해 비중이 작은 편이다. 개혁 후 영시간 계약과 파트타임 계약의 공식 일자리는 10만

8,583개 증가한 반면, 실직자는 95만 1천 명이 증가했다. 이들은 새로운 계약형태를 통한 공
식화의 대상이다.

노동개혁과 비공식 고용
법률 개정이 일자리 창출의 결정요인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일자리의 특성에는 기여했을 것
이다. 공식화와 관련하여 불안정하며 불법적이고 비공식적 방식의 근로자 채용이 공식 일자
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강한 징후가 보이고 있다.
개혁 후 공식적인 계약형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고용 역시 개혁 이전의 추세를 유
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이후 비공식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동일 분기 대
비 분기마다 37만 명에서 65만 명이 증가했다. 비공식 고용의 대규모 증가는 영시간 계약과
파트타임 계약이 적합한 일자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웨이터의 경우 2017년 4분기와

2018년 4분기 사이에 52,927개의 비공식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개혁 후 공식적 계약의 일
자리 수는 사실상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웨이터는 영시간 계약이나 파트타임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고용되어야 하지만, 고용주는 비공식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
문이다.
또한 비공식 고용의 증가는 공식 근로자가 비공식 근로자로 대체되는 것과도 어느 정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7년 4분기와 2018년 4분기를 비교했을 때 비공식
적으로 고용된 요리사의 수는 25,660명이 증가했지만 2017년 11월에서 2019년 5월 사이에

22,372개의 공식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한 2017년 4분기와 2018년 사이에 농업에 종사하는
비공식 근로자는 62,000명(9%)가 증가한 반면, 공식적인 농촌 근로자는 47,000명이 감소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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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과 관련된 데이터 역시 비공식성과 불법성에 대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영
업 운전기사, 자영업 헤어 디자이너, 자영업 미용전문가의 수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고 개혁 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 세 직종 모두 2015년 이
후 공식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세는 2017년 말까지 다른 직종의 평균보다 강
한 추세를 보이며 개혁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공식적 운전기사 11%, 공식적 헤어 디자이너

19%, 공식적 미용전문가 4% 감소). ‘자영업자’의 경우 개혁 전부터 공식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Filgueiras et al.(2018)의 예측대로 법률 개정의 자극을 받아 더욱
견고해졌다.
비공적이고 불법적인 고용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고용상태를 공식적으로 부인할 유인으
로 작용한다. 브라질의 노동개혁은 기업이 (형식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도
입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방식을 활용하도록 권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사법권
에 호소할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위장된 임금고용이나 명백하게 비공식적인 고용을 통해 불
법성을 조장했다. 노동개혁 이후 비공식 고용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고용관계의 인정을 요구
하는 노동 소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혁 후 약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업과 비공식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는 논
란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 대해 언론은 전혀 논의하지 않거나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주류 언론은 노동법과 고용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진부한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실업을 줄이기 위한 개혁의 실패에 직면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개혁 시행 후 좋지 않은 경기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분명하게 노동시장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승인되었다.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이 치료하려고
했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노동개혁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논쟁에 제대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논쟁이든 미리 차
단하려고 한다. 노동개혁을 추진한 지 약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건 2년이라는 기간은 기업의
재정적 측면에서 크게 환영받을 만한 많은 효과(100만 건 이상의 노동법원 소송 감소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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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노동개혁은 이미 달성한 수십 억 달러의 비용 절감에 더
해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과거의 불법적인 계약들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증가를 촉진시켰어야 했다. 브라질 노동개혁은 인건비와 고용 사이의 관계
를 검증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기에 시행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공식
노동시장에서 평균 실질 임금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 말에도 여전히 2014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노동개혁이 도입된 시기에는 2015년에 발생한 위기의 여파로 공식 일자리
의 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개혁을 통한 빠른 분위기 반전을 추진하였다. 2017년 4월 이후 공
개 실업률이 약간의 하향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개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어야 했다. 다
시 말하면,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혁을 뒷받침했던 약속대로 개혁의 결과를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했다.
개혁을 지지하는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새로운 법적 계약형태를 도입하는 것에
법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후 고용주가 명백한 비공식 고용을 활
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비공식적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새
로운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브라질의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공식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식화에 있어 오히려 ‘자영업’과 개인 서비스 기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
어 법적 소송에 직면할 위험을 줄이며 기존의 비공식적 경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과 기업의 투자
지난 30년간 브라질 경제의 궤적을 보면, 인건비와 고용 수준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분석
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 및 시기적 특징과 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브라질에서는 노동권 약화와 소득의 감소가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권을 보호받고 노동소득이 증가한 인구의 확대가 브
라질의 최근 경제성장 시기의 고용증가에 기여했다(Filgueiras, 2019).
브라질 노동개혁의 실패는 개혁이 브라질의 향후 고용의 역학관계를 좌우할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패권주의적 설명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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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이 투자 확대에 기여하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감
소와 비공식성의 증가는 소득 불안정을 가중시켜 지출 결정의 불확실성과 대출 확보의 어려
움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혁 후 부진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장과 고용을 직
접적으로 제한하여 투자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

2000년대 브라질의 경험은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
소득 증가가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수요를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패권주의적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할 것인지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노동권
과 실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권력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 중심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옹호하는 것은 실업을 촉진한다. 이
는 매우 견고한 주장으로 한 세기 이상 경제이론에서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는 잘못 취급된 이
데올로기의 개념이 “당신은 종속되어 있고 불평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명제로 지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현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소득 분배가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위의 주장을 극복한다면 (위의 주장이 끊
임없이 제시하고자 하는) 불평등 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명백해진다. 이 가설에서 노동법(그
리고 임금)은 지극히 분배의 문제이며 부와 생활환경(휴식시간, 업무강도, 휴일 등)을 쟁취하
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복지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대표한다.
개혁 지지자들에게 있어 노동권을 침해하는 개혁은 밑 빠진 독과 같다. 이들에게 충분한 변
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개혁을 추구한다. 실제로 이러한 개혁은 개혁이 약속한 바
를 이행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이 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여전
히 노동보호 구조가 더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실제 의도된 바이기 때문에 추가
적인 개혁이 의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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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부 개발도상국(주로 동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와 남-남 무역
(South-South trade)의 상당한 확대로 인해 제조품 수출에서 이들 국가의 참여가 크게 늘어
났고 중간재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같은 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
은 경제블록의 형성, 보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일방적 자유화 조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흥 산업국들의 산업제품 수출 증가, 산업 내 무역 증가, 초무역국가들(supertrading
nations)의 출현, 가치사슬의 분화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생산공정 분할을 통한 생산분
할 과정에 필연적이다(Baldwin and robert-nicoud, 2004 and 2010).
이러한 변화들은 생산분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이나 국가가 상품생산의 모든 과정에
서 역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생산분할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생산 자체를 공유하고 최종제품 생산에 관련된 생산활동 중 하나
또는 몇 가지 단계에서만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를 둘러싼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노동분업에서는
생산활동을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활동 중 상
당수가 디자인, 마케팅, 고객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활동이 가치사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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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고 근본적인 요소로 자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정책 외에도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개혁이 제시되며, 노동개혁은 노동법
의 유연화를 목표로 한다. 브라질에서는 2017년에 노동개혁이 진행되었다. 브라질 노동개혁
의 주요 논의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에 참여하기 위한 더 나은 조건을 갖추자는 것이었다.
이 글은 노동개혁 전후 브라질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노동개혁 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를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개혁 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분석한 후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산영역의 다각화를 가리키며 새로운 조직형태를 등장시켰다. 새로
운 조직은 생산과정의 유연화와 지리적 확산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관심을 갖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생산을 내재화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활동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많은 산업들이 과거에는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되던 것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분산 및
분할되는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은 제품 구상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
과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지역이나 공장에서 처리됐던 생산공정이 이제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생산
현장에서 2개 이상의 단계로 분할되고 있다. 생산활동은 국제 생산망에서 세분화되고 확산되
며 또 다른 가공을 위해 국가 간 이동하는 중간재와 미완성품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과 더불어 중간재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품목에 따라 해당 무역과 관련된 국가
들 사이의 위계가 바뀌고 있다. 수입한 중간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제품을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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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본사’로 간주되고 수입한 중간재가 다량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공
장’으로 간주된다(Baldwin, 2010; Baldone, Sdogati and Tajoli, 2007).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모든 제품 생산망에서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
졌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 전문화할 수 있게 되었다(Estevadeordal,
Blyde and Suominen, 2012).
글로벌 가치사슬 덕분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생산망의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이익을 얻는 국가가 있는 한편 손실을 보는 국가들도 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전문화는 개발도상국이 국제 노동분업이라는 새로운 전략에 참
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이 글로벌 가치사슬은 비대칭적으로 분포
되어 있어 아시아, 유럽, 북미의 몇몇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세계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OECD(2013)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과정에서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이익을 얻었다. 아시
아 국가들은 세계경제에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투자 매력이 가장 큰 곳이 되었
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도 광범위한 국제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 노동개혁 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OECD(2013)에 따르면, 브라질과 남미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 배제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브라질과 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을 뿐 아니
라 북미,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지역적 생산통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브라질
은 수출품의 해외부가가치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약 10% 수준의 후방 참여도(backward
participation)를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브라질 경제의 역동성이 낮은 주요 원인을 다음
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브라질 경제는 폐쇄적이다. 둘째, 브라질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
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중간재의 국내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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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비중이 매우 낮다. 셋째, 브라질은 해외 부품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생산량이 상대적으
로 적다. 넷째, 브라질의 경제는 여전히 매우 보호주의적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로서 브라질의 기여, 즉 전방 참여도(forward
participation)는 20%로 이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브라질 경제에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라 브라질이 국제무역에서 기술집약도가 낮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이익을 얻은 결과이다.
이 지표는 브라질이 세계무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입관세 인하와 같은 포
괄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브라질이 세계경제와 통합하면서 나타
난 결과이다. 또한 브라질은 국내 금융시장을 국제 금융시장과 통합하기 위해 금융 자유화에
집중하기도 했다. 브라질 경제의 생산 및 금융 개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과정 덕분에
브라질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2013)가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브라질이 자국 경제를 무역과 국제 금융시
장에 개방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생산망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크게 편입시키지 못했으며 브라질 경제는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축하는 과정에 참
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브라질 경제가 세계무역,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주류 연구들은
브라질의 경제개방 과정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잘못되어 생산구조가 크게 차별화되지 못했고
다른 제조 및 서비스 활동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성장 패턴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로 인해 브라질의 제조업은 역동성이 낮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낮은 천연자원 집약적인 부
문에 특화되어 결국 국가 제조업이 더욱 취약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지
생산부품이 수입부품이나 제품을 대체하고 더 기술집약적인 생산라인을 포기하면서 브라질
국내 생산수준이 하락했다. 그 결과 브라질은 낮은 기술집약도, 높은 노동집약도와 천연자원
에 크게 의존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외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브라질을 국
제무역에서 매우 취약한 국가로 만들었다. 브라질의 수출 성과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국제 기준과 괴리가 크다.
반면 OECD(2013)와 같은 주류 연구는 이처럼 브라질의 입지가 취약해진 데에는 더 깊이
있는 전문화와 더 낮은 운송, 통신 및 거래비용 대한 필요성, 부족한 R&D 투자, 생산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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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효율성, 과도한 보호주의에서 벗어난 보다 자유로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 취약
성과 그 취약성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주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은 민영화, 경제개방 가속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 등 구조
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비용절감을 위한 주요 조치 중 노동개혁은 주류 연구
가 지지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노동개혁 지지자들은 브라질이 개혁을 통해 더 많은 국내외
투자 유치, 경제성장 회복, 고용창출, 국내 제조업의 현대화,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브라질은 주로 고용주가 혜택을 받게
될 투자, 성장, 고용증가를 약속하면서 노동법을 완화하는 전면적인 노동개혁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권이 약화되었다.

■ 노동개혁 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려면 일부 지표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양적인 측면(더 많은 국가로의 수출량 증가)과 질적인 측면(기술집약도가
높은 상품 수출의 증가와 같은 수출품의 질 개선)에 노동개혁이 기여한 바를 살펴보아야 한
다. 분석을 위해 많은 지표를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간략한 논의를 위해 네 개의 지표를 살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지표는 첫째, 경제성장, 둘째, 국내외 투자, 셋째, 브라질 제조업의 성
장률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브라질 생산구조의 역동성, 넷째, 브라질의 수출입
분석을 통한 대외무역 참여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2015
년(-3.55%)과 2016년(-3.31%)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7년 노동개혁에도 불구
하고 브라질 경제는 2017년에 1.06%, 2018년에 1.1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브라
질 중앙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브라질 GDP는 0.2% 감소했다. 투자분석
가와 시장에 따르면 이 발표로 인해 2019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이 2.0%에서 0.9%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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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라질 GDP의 연간 실질 성장률(1990~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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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CBB).

향 조정되었다.1)
브라질은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과 매우 더딘 회복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긴 경제위기를 겪
고 있다. 보다시피 노동개혁은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의 아주
미미한 성장은 원자재 수출의 결과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만약 이 부문의 역동성이 부족하다
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매우 크다.
브라질의 심각한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낮은 투자율이다. [그림 2]에서 보듯
이 브라질의 투자율은 2013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4년(-4.2%), 2015년(-13.9%),

2016년(-12.1%)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이 더 높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25%의 투자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투자율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며 브라질의 생산구조를 개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의 투자율 증가는 브라질의 최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
(Petrobras)의 과세체계 계산에 대한 회계방식의 변경 때문이며 그 결과 2018년 3분기 투자

1) https://economia.estadao.com.br/noticias/geral,mercado-reduz-projecao-de-crescimentodo-pib-de-2019-de-1-para-0-93,700028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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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라질 투자의 연간 실질 성장률(1996~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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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가 인위적으로 증가했다.2)
최근 몇 년간 브라질에 대한 투자 감소와 GDP 회복 저조로 인해 GDP 대비 투자 비중이 낮
게 나타났다. [그림 3]에 따르면 최근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5%대를 기록하면서 매우 낮
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낮은 투자는 브라질의 생산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
각한 문제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가 장기적으로 매년 평균 5%의 성장
률을 유지하려면 매년 GDP 대비 투자 비중이 25%를 기록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제위
기에 직면한 브라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다.
노동개혁 이후에도 이처럼 매우 저조한 국내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외국인 직접투자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는 2014년 870억 달러
에서 2015년 600억 달러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약간의 회복세는 그린

2) https://www.correiobraziliense.com.br/app/noticia/economia/ 2019 / 03 / 01 /internas_
economia,740539/pib-baixo-de-2018-reduz-expectativa-de-crescimento-para-este-ano.
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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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DP 대비 투자 비중(1995~2018년)
(단위 : %)
25.0
20.5

20.3
18.4

19.4
17.9

16.6

17.3

17.1

17.2

20
06

17.0

18.3

20
05

18.5

20
04

18.6 19.1

20
03

20.0

20.6

20.7

20.9

19.1

19.9
17.8

18.0

15.4 15.5 15.8

15.0

10.0

5.0

20
18

20
17

20
16

20
15

20
14

20
13

20
12

20
11

20
10

20
09

20
08

20
07

20
02

20
01

20
00

19
99

19
98

19
97

19
95

19
96

0.0

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그림 4]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순투자액(1995~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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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투자가 아닌 페트로브라스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인 측면이 크다.3) 즉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내수시장의 활력이나 생산구조의 개편을 위한 투자 과
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최근의 투자는 주로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석유 부문의 기업을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브라질 국내 생산구조가 민영화
과정에 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컨설팅업체인 AT커니(AT Kearney)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4) 브라질은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순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브라질이 25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12위를
기록한 이후 2년간 각각 16위와 25위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 전까지 기록했던 가장 낮은 순위는 2004년 17위이다.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이 저조함에 따라 브라질 제조업은 역사상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브라질 제조업은 2014년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제조업 상황을 고려할 때 2018년에 기록한 낮은 성장률은 그다지 의
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브라질의 상황은 더욱
부정적이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 분야가 발전하고 있지만 브라질 제조업은 정체되어 있
으며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다.
낮은 투자율과 산업침체에 더해, [그림 6]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몇 년간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2018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불과하다. 브라질 경제는 1980 년대
이후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발전은 물론 최근의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는
3) https://www 1 .folha.uol.com.br/mercado/ 2015 / 06 / 1649139 -plano-de-negocios-dapetrobras-tem-corte-de-37.shtml
https://oglobo.globo.com/economia/petrobras-eleva-meta-de-venda-de-ativos-para-us269-bi-ate-2023-23282011
4) https://www.atkearney.com/foreign-direct-investment-confidenc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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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브라질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1990~2018년)
15.0

10.2

10.0

8.2
7.0

6.2

-10.0

2.2

20
18

20
17

20
16

20
15

20
14

20
13

20
12

20
11

20
10

20
09

20
08

20
07

20
05

0.6
20
04

20
03

20
02

20
01

19
99

-2.6

20
00

19
98

-2.1

4.1

2.0

0.1

19
97

19
96

19
95

19
94

19
93

19
92

19
91

19
90

-5.0

3.8

1.0

0.3

0.0

4.4

20
06

4.4

5.0

-0.7

-0.6

-4.2

-0.5
-1.5

-4.7

-4.6
-5.8

-8.2

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그림 6]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의 변화(1982~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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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자연스러운 탈산업화 과정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브라질 생산구조의 취약성은 세계경제 참여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7]에서 기술집약도별
제품의 수출 비중을 보면,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제품의 경우 4%에 불과하며 기술집약도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17%에 불과하다. 반면 기술집약도가 낮은 미분류 제품들이 브라질
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에 미분류 제품을 더하면
이들은 브라질의 수출 중 약 65%를 차지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브라질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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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브라질 총수출 대비 기술집약도별 제조업 수출 비중(1997~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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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브라질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중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는 특정 시기
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구조적 현상이며 변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수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4.6%에서 2018년 23.3%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기에 상응하는 지표로서 기
술집약도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의 비중이 있는데, 이는 1997년 18.6%에서 2018년 41.1%
로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기술집약도 중상에 해당되는 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5.2%에서 2018년 16.2%로 감소했다. 기술집약도 중하에 해당하는 제품의 비중도
1997년 17.3%에서 2018년 15.2%로 감소했다.
즉 이러한 해외무역 지표의 변화는 현재 브라질이 기술집약도에 따라 분류조차 되지 않는
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 속 브라질의 수출의 질이 떨
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브라질이 수입하는 주요 제품들을 분석해보면 브라질의 세계경제 참여 상황
이 어떠한지 더욱 명확해진다. 브라질은 주로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세계시장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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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브라질 총수입 대비 기술집약도별 제조업 수입 비중(1997~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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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브라질 산업통상자원부.

하는 반면, 수입에 있어서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기술집약도 중
상, 중하, 상에 해당하는 제품이 브라질 수입품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표에 더해, 브라질의 노동개혁이 브라질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
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2개의 추가 연구가 있다. 첫째는
브라질 전국산업연맹(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 NCI)에서 발표한『 브라질 경쟁
력 2018~2019』5)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를 위해 선정된 18개국 중 브라질은 경쟁력 측
면에서 최하위 국가인 아르헨티나만을 앞서고 있다.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 주요
지표 중 브라질은 가용성과 인건비에서 가장 큰 진척을 보이면서 2017년 10위에서 2018년

6위로 상승했다. 이 연구는 경기침체, 긴축정책, 노동개혁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증가하고 인
건비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5) https://www.portaldaindustria.com.br/estatisticas/competitividade-brasil-comparacao-compaises-selecionados/

32_

2019년 9월호 <<

기업인들과 브라질 정부가 기대한 바와 달리 인건비 하락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대
한 브라질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았다.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은 브라질 경제가
탄탄한 생산구조를 갖추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
려 브라질의 경제수준을 생산구조가 취약하고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수출하는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비슷하게 만든다.
둘째는 WTO의 연구이다.6) WTO는 2018년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했는데, 브라질의 주요 특징으로 2016년 브라질의 총수출 중 대외 부가가치 제품은

10.2%로 감소했으며 이는 G20의 평균인 16.5%를 크게 하회하는 점, 2005년과 2015년 사
이 브라질 수출품에 포함되는 수입 중간재의 비중은 23.5%에서 19.3%로 감소하여 WTO 평
균인 45.5%를 크게 밑도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브라질이 기술집약
도가 낮은 제품, 즉 원자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원자재는 브라질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생산과 수출에서 수입 중간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표와 연구에 따르면 노
동개혁을 통해 달성한 저임금 경쟁력은 수십 년 전 브라질이 보다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서
차지했던 명예로운 자리를 되찾는 대신, NCI 연구에서 보듯 브라질을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
아와 같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세계경제에의 참여가 저조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
들고 있다. 특히 브라질 경제는 식음료, 섬유, 신발 생산처럼 저임금과 낮은 기술집약도의 산
업과 관련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있어 제한적인 전략이다.
즉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주력하는 반면,
브라질 정부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6)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miwi_e/countryprofiles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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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브라질 노동법 개정
동향과 평가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서론
대륙법계 국가인 브라질은 이미 1943년에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소송
법이 한데 통합된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한 단일 법전(法典)인 ‘통합노동법(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약어로 CLT)’을 제정하여 노동관계를 규율하여 왔다. 법 조문은 제922조까
지 있다. 그리고 코포라티즘적 국가통제, 군부독재, 민주화 등의 정치적 격동을 거치면서 노동
법제에 있어서는 브라질만의 독특한 내용들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는 근로자 위주로 대단히 상세하게 규율하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여전히 국가통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고,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이 함께 권리구제에 이용되면서도 이 모든 내용을
단일한 통합노동법전 속에 녹여내어 전체적인 노동법제 및 노동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브라질 노동법의 모습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브라질 노동법 전반에 걸쳐
국가간섭주의(intervencionismo estatal)의 기조가 강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2017년 이전까지의 브라질 노동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는 노동자당의 성장과
정권 창출 그리고 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국가간섭주의의 강한 기조하에 개별적 근
로관계에서는 노동자를 세밀하게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는 국가통제를 완화해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규제주의적인 특징
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브라질 노동법에 있어서의 이러한 입장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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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 경제침체, 실업증가, 투자유치 등 각종 시장경제적 현안 및 과제와 맞물리면서

2017년 매우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브라질 노동법은 2017년에 매우 많이 개정되었다. 약 100여 개 이상의 조문이 바뀌었다.
브라질의 전체적인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1943년의 노동법 제정 이후 최대의 역사적인
대개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대개정 내용 가운데에는, 노동법에 대한 근로계약·단
체협약의 우선, 고용계약·취업형태의 유연화 및 합법화,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아웃소싱
의 개방 등 노동법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변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의 노동법 개정을 전후하여, 경영계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현대화와 경제활
성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고,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개정이라면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이하에서는 2017년 개정 전과 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해보면서, 브라질 노동법 개정
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2017년 개정 전 브라질 노동법의 주요 특징
1943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브라질의 노동법은 2017년 개정 전까지 한국과 비교하면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인턴과 같은 과도적 근로관계에 대해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인턴의 경우, 한국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반면, 브라질에서는
별도의 인턴법(Lei de Estágio)으로 과도적 근로관계를 완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학생-기
관(기업)-학교’ 간의 3면 관계에서 협정을 통해 학생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와 근로자에 유
사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고 기관에는 인재물색의 기회와 예비 근로자에 대한 시용의 기회
를 제공한다. 기관 측에서 협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도
록 되어 있고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되 기간 종료 후에는 그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인턴과 관련해서는 2017년 노동법 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취급이 한국과 다른 점도 특징적이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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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무효 및 원직복귀를 전제로 하는 한국과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로 인정하되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한다. 즉 부당해고 자체가
무효가 아니어서 복직의무가 없고 정당한 이유(부정행위, 문란행위, 경업금지 위반, 인신구속
유죄판결, 직무해태, 주취상태 근무, 기업비밀 침해, 사내 폭행, 사내 명예훼손, 습관성 도박)
없는 해고의 경우 금전적 보상 외에 벌금 납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전적 보상 및 벌
금 의무가 없는 정당해고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도 한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다. 이에 더하여 영미권의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에 해당하는 간접해고를 인정하
고 있고 간접해고 사유(과도한 업무 요구, 법에 의해 금지되는 업무 요구, 계약에 반하는 업무
요구, 가혹한 처우,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근로자 폭행, 부당한 임금 감액 등)를 한정적으
로 열거하고 있는 점도 독특하다. 즉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사직을 하고 사용
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일 간접해고가 부당해고로 취급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및 사용자에 대한 벌금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 밖에 원
직복귀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사유(노조간부 해고, 임산부 해고 등)도 마련하고 있어서 해
고제한과 해고자유의 중간에서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도 보이고 있다. 부당해고
와 관련해서는 2017년 법 개정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취급은 달라진 것이 없
고 다만 정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고의적인 행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추가되고 해고절차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이 있었다.
셋째, 간접고용에 대해서 기업의 목적활동과 수단활동이라는 물적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판
례로 규제하여 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기업의 수단활동(예: 청소, 경비, 건물관리 등)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목적활동(예: 그 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직접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도급 등을 세
부적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개별법으로 그 허용 여부를 규율하는 한국과는 달리, 브라질에서
는 인적(人的) 아웃소싱의 다양한 면들을 구별하지 않고 물적 기준을 토대로 판례를 통해 일
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업무(청소, 경비, 건물관리 등)를 기
준으로 개별적인 입법이 있어왔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017년 법 개정에서는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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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조체제와 파업과 관련해서는 코포라티즘 전통 속에서 강력한 국가통제의 기조를
토대로 규율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와는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1930년대 민간 독재자 바르가스(G. Vargas) 시대에, 당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퍼져 있던 코포라티즘의 영향을 받아 확립된, 노조에 대한 관점은 ‘노조는 노동자를 규
합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기에 노조에 대하여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하
였고 그래서 기업별 노조를 불허하고 지역 단위 산별·직종별 노조를 허용하되 연합단체를 구
성하여 결과적으로는 단일하고 통일된 체제로 구성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고 국가발전의 목
표를 향해 함께 나가도록 한다는 구상이 입법화되었다. 그런 이유로 단체의 성격, 단체결성,
단체에 의한 대표,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적용, 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각 부분에서 국가
통제의 모습들이 스며들어 있었고 여전히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 다만 그러한 특징들이 시
대를 거쳐오면서 변화 내지 완화되어 오는 모습은 집단적 노사관계가 가지는 역동성이 브라
질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발현되어 왔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2017년 법 개정에서는 단
체협약 등 노동규범 간의 우열관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다섯째,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이 함께 관여하고 있고 노동소송에서는
친(親)근로자 관점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 및 그 속에서 노동검찰이 부여받은 특별한 권한, 그리고 노동법원과의 공조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브라질만의 독특한 색깔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동검찰이 근로자 집단을 대신하여 공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록 하여 노동자 보호에 관여하고 있다. 노동소송에 있어서는 근로자 측에서 소송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연간 200만 건 이상의 노동소송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법원과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그런데 2017년 법 개정에서는 노
동소송 측면에서 친근로자 관점이 상당히 후퇴하여 노동소송의 감소와 기업의 부담 경감 효
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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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정 후 브라질 노동법의 몇 가지 주요 변화
노동규범 간 우열관계 변화와 그로 인한 노동자 보호 및 노동조합 약화 우려
노사관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근로조건에 있어 단체협약이 노동법에 우
선된다고 하는 개정이다. 이것에 의하여, 노동법을 일탈하는 근로조건을 노사 간 교섭으로 결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특히 외부에 있는 산별·직종별 노조 및 개별 기업이 체결하는 단체협약(기업별
협약)과 외부에 있는 산별·직종별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산별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 개정 전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법 개정
후에는 기업별 협약이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더욱이, 고등교육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급여상한액(2019년 기준 5,839헤알 45
센타부스)의 두 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노동법 및 단체협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
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교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며, 노동자를 고립시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노동조합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개정사항이 있다. 법 개정 전 노동자는 조합원이든
아니든 노조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했다. 물론 조합원은 이에 더하여 조합비를 별도로 납부한
다. 비조합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단체협약의 적용은 받는 구조이다.
그런데 법 개정 후에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의무였던 기여금의 납부가 자유의사로 되었다. 즉
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조치로 인해 노조의 재정적 기초의 약화가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에서 노조는 개별 기업 내에 설립될 수 없고 기업 외부에 산별 형태 내지 직종
별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 후 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노조에 귀속되지 않는 종업원대표위원회의 창설이 가능해져,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서 개
별 기업 내에서 교섭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개별 기업 내의 특수한 사정이 보다 더
잘 고려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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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유연화
근로조건의 영역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2시간 노동의 합법화이다. 법 개정에 의해, 근로시
간은 주 44시간(연장근로는 4시간까지 가능)을 넘지 않는 한, 하루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하
게 되었다. 다만 그 직후 36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특히 이것에는 노동조
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되었다. 휴가일수에 있어서도 3회까지 분할 가능하도록 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기간의 유
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합법화
그 밖에 주목되는 개정으로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속
적(斷續的) 노동’을 허용하는 ‘간헐계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합법화되었
다. 이러한 형태의 고용계약은 노동 활동기간과 비활동기간이 번갈아 있어서 노동시간 및 노
동일수·노동월수가 불확정적이고 비연속적인 업무가 그 대상이 된다. 특히 비활동기간에 있
어서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으로서 서면에 명기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정당해고 사유 추가 및 해고절차 간소화
사용자 측의 금전보상 및 벌금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 정당해고의 사유로 ‘근로자 자신의 고
의에 의한 행위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그 밖에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개정도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
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것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정리해고
의 경우에도 주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로는 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즉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보상이 있는데, 법 개정 후 그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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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비재산적 손해의 개념, 요건, 배상한도 등 구체화
종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1)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명문
으로 규정된 바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그 해결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비재산적 손해
의 발생에 대한 인정 여부, 그 배상액 등 모든 사항이 오로지 법원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져 있
었다. 그런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
법원은, 친근로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명문의 기준이 없다 보니 근로자가 요구하는 방
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 법 개정에서 비재산적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의 개념, 주체, 내용, 배상기준,
배상한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입법하여 법원의 재량 여지를 줄이고 사용자 측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취급의 명확화
외형상 자영업자 내지 독립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경제적 종속성을 가
지고 있어서 노동자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분류(misclassification)의 문제도 있
고 법률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향후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노동법의 보호보다는 사회보장법의 보호가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독점적·장기적으로 특정한 사용자의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입법화되었다. 이는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법 개정이긴 하지만 노동
자 보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는 브라질어 ‘dano moral’을 번역한 용어이다.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
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서 그동안 법원이 인정해온 것으로는 욕설, 모욕, 성희롱, 폭
행, 불평등처우, 과도한 업무 부여, 성과미달에 대한 공표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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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전면 개방
아웃소싱(terceirização)에 있어서는, 본래 통합노동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었고, 경비·청
소·건물관리 등에서 개별법으로 아웃소싱을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판례에 의해서만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되어 왔다. 종래 판례는 기업의 목적활동과 수단활동을 구분하고 수단활동
에 해당하는 부차적 업무에 대해서만 아웃소싱을 허용하고 있었다. 즉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목적활동과 수단활동이라는 물적 관점에서 규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노동법 개정
시에 개별법률을 통하여 아웃소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하면서 기업의 중핵적 업무도 포함
하여 기업의 모든 업무에서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노동소송에서의 친근로자 관점의 후퇴
노동소송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소송을 제기할 때의 조건이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개
정되었다.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에서는, 근로자가 소송비용 부담 없이 사용자를 상
대로 소송이 가능했기에 노동소송이 매우 빈번히 일어났다. 1년에 200만 건 이상이었다. 그
러나 법 개정 후에는, 변호사·재판비용 및 증명책임 등의 노동자 부담이 증가하였다. 특히 법
개정 전에는 근로자가 노동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면제받았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적어도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권리구제 절차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이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근로자도 노동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
송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악의가 있는 노동소송에서는 소송 당
사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의한 노동소송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방향으
로 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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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브라질 노동법에 있어서 2017년은 매우 특별한 해로 자리매김하였다. 왜냐하면 브라질 노
동법은 201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변경된 측면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개정 전과 후가 서
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고 묘사할 수 있을 만큼 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
다는 점이다. 개정 전 브라질 노동법이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
다’는 친노동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개정 후 브라질 노동법은 친노동
자적 성격이 퇴색되고 친기업적(business-friendly)인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국가간섭주의(intervencionismo estatal)가 대폭 후퇴하고 사법(direito
privado)적 관점이 우위에 섰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직적인 요소들
이 상당히 유연해졌다.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도 2017년 이전까지는 간접고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
태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간접고용에 관한 개별법률에서 2017년 개정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간접고용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던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
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브라질 노동법의 이런 변화는 종래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로 불리는 기업하기 어려운
노동환경, 심각한 경제침체, 실업 증가, 투자 위축 등 브라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
들을 돌파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브라질 노동법상 이러한 변화가 향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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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저개발 국가들(Global South)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93%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기술발전, 기후
변화, 세계화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매년 수백만 개의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비공
식 경제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비공식 경제가 과밀 상태
에 이르러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비공식 경제의 고용 기회는, 이러한 경쟁심화에 더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동향과 경
제정책으로 인해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직업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일이 더 유리한가에 따
라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이 노동자들의 존엄성은 훼손되기 일쑤고 결국은 고된 일과 빈곤으
로 인해 나락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비공식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의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또한 여성은 비공식 경제의 빈곤층에서도 가장 빈곤한 집단에 속한다. 비공식 경제 종사자
의 80%가 빈곤층이며, 이러한 비공식 경제의 근로빈곤층 중 60%가 여성이다. 즉 비공식 경
제에서 여성은 최빈곤층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일의
미래를 논할 때에는 비공식 경제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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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화가 중요하다. 조직화는 강력한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단체교섭
력 및 조직력이 강화된다. 노동조합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공식 경제와 이 부문에서 새롭
게 나타나는 고용형태 변화를 고려하여 조직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자영여성협회(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이하 SEWA)는 이러한 사실에 대
한 인식을 기반으로 변호사이자 노조 조직가인 엘라 바트(Ela Bhatt)가 1972년 설립한 조직
으로, 2018년 현재 인도 14개 주에서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150여만 명의 여성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설립된 지 45년이 지난 현재에도 SEWA는 노동조합운동과 협동
조합운동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조합원들의 완전고용과 자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SEWA는 노조 활동을 통해, 비공식 경제에서 125개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지
역, 기능 및 직종별로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이 노동자들이 발언 기회, 가시성 및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SEWA는 여성 비공식 노동자들을 그들의 직업능력에 기반을 두고 공동사업체
(collective), 협동조합, 연합체(federation), 영리 및 비영리 기업 등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조
직화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사업체를 통해 여성 노동자
들은 소득을 향상시키고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 명의
의 자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중간단계를 제거함으로써 가치사슬에서 여성 노동자들
의 지위를 높여준다. 현재 4,000개가 넘는 자조단체(SHG), 110개의 협동조합, 9개의 연합체,

3개의 생산 기업이 이러한 사업체로 SEWA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
부보다 그들의 삶과 생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것이 단체협약이다. 비공식 경제는 임금노동
자, 재택근무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노동자 집단을 포괄하며, 이러한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노
동자 간에 명확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에는 양자협
약, 3자협약, 구두 협약, 서면 협약 등의 여러 형태가 있지만 비공식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협약
의 경우에는 상호신뢰에 의한 단체협약이 가장 중요하다. 비공식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에는 사
용자, 도급업자(contractor), 또는 심지어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아
래에서는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단체협약 유형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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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다바드 시의 짐꾼들을 위한 단체협약
인도 서부에 위치한 구자라트(Gujarat) 주의 최대 도시인 아마다바드 시(Ahmedabad City)
의 시장에서 머리에 짐을 지고 나르는 짐꾼들(head loader)은 SEWA가 조직화 활동을 시작
했던 1972년에 가장 먼저 조직화했던 직종 중 하나다. 현재 SEWA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마다바드 시의 짐꾼은 3,500명이 넘는다. 이 노동자들은 상당히 붐비는 도매 포목 시
장에서 무거운 천을 머리에 이고 다른 상점으로 또는 트럭까지 나르는 일을 하며, 짐의 무게
와 이동거리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SEWA가 아마다바드 시 짐꾼들의 조직화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이들이 받는 급여는 포
(bale)당 0.25파이사(paise, 인도 통화로 1루피 = 100파이사, 한화 약 4원)에 불과했다. 그
후로도 수년간은 급여가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지방당국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기도 했다.
SEWA는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사용자 단체인 상점주 연합과 3년마다 이들의 급여를 인상
하는 내용의 서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에는 노동자들과 SEWA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점주 연합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자,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용자-노동자의 근로관계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 단체는 짐꾼
대표와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었다. SEWA와 짐꾼 대표는 모든
사용자들이 협약을 이행하여 노동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하
였다.
또한 SEWA는 이 노동자들을 위한 노사정 복지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지방정
부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SEWA는 사용자인 모든 상점주들에
게 정액 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된 기금을 기반으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지하였
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사정 복지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사용자인 상점주, 지방 당국 사이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법기
구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

_49

In Depth Analysis
■ 비디 노동자의 단체협약
비디 노동자(Beedi-worker)는 인도 궐련을 마는 일을 하는 재택노동자를 가리킨다. 이 노
동자들은 사용자인 도급업자로부터 담배 잎과 담배 가루를 빌려와 집에서 인도 궐련인 비디
를 말아 완제품을 다시 사용자인 도급업자에게 납품한다. 현재 인도 국내법으로 보호받고 있
는 유일한 비공식 경제 직종이다. 이들은 작업한 비디 수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SEWA는 1982년에 비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2007년 인도 정부는 비디 노
동자들에 대해 비디 1,000개당 120루피(한화 약 2,000원)라는 최저임금을 승인하였다. 하
지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고작 비디 1,000개당 30루피(한화 약 500원)에 불과했다.
SEWA는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곧 비디 1,000개의 시중 가격이 110루피라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비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
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인도 전역에 표준 최저임금 외에 여러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비
디 직업 전체가 비디 작업에 대한 최저임금이 1,000개당 38루피에 불과한 다른 주로 이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될 상황이었다.
SEWA는 사용자인 도급업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당사자들에게 상호 유리하도록 신뢰에 기
반을 둔 구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서 사용자는 비디 1,000개당 60루피(한화 약

1,000원)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받아들일 만
한 수준의 임금이었다. 이러한 신뢰 기반 구두 협약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졌을 뿐 아
니라 사용자, 노동자, SEWA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이 협약에 근거하여 현재까
지 사용자들은 매년 상호 합의에 의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오고 있다.

■ 구자라트 주 아난드 지역의 담배 노동자를 위한 단체협약
구자라트 주에서 생산되는 담배의 80%는 아난드(Anand) 지역에서 재배되며, 이에 따라
담배 밭과 담배 가공공장은 이 지역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최대 고용주이다. 현재 이 지역 여
성 노동자들 100,000명 이상이 SEWA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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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SEWA가 아난드 지역의 담배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했을 당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8~10시간을 힘들게 일하더라도 여성들이 받는 급여는 1일 10~20루피(한화
약 170~340원)에 불과했다. 낮고 불규칙한 급여 문제 외에도, 담배산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기본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
고, 토지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기술적·경제적 사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SEWA는 다음과 같은,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아난드 지역
빈곤층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노동자들에게 해당 직종의 다양한 측면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및 혜택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노동자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동자 교육 수업 실시
- 최저임금 준수 및 기록 보존을 위해 노동부와 공동으로 담배 가공공장 감독 실시
- 담배 노동자 자녀 7,000여 명에게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장학금 지급
- SEWA 조합원들에게 예금, 대출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 빈곤 여성 노동자 등을 위한 생애주기에 맞는 보험상품 접근성 제고

이 지역의 담배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과 육아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WA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른 두 가
지 종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노동자, 정부, 공장주 연합(사용자)의 대표자들로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
회는 권리 및 정의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하여 공장주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플랫폼의 기
능을 하며 아래와 같은 여러 주요 변화들을 이끌어냈다.
- 1일 최저임금을 35루피에서 50루피로 인상
- 정규직 보장
- 45,000명의 노동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최저임금 및 기타 정부 제도 혜택에 대한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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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자들에 대한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금 및 현물을 기여하는 내용으로 공장주와
신뢰 기반 구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도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제
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해성분에 노출될 수 있는 담배공장에 보육시설을 설
립하면 노동자들 자녀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SEWA는 몇
몇 노조원들로 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SEWA 노조원들의 보육수요를 해결할 보육시
설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은 보육시설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현재 SEWA는 아난드 지역에 20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 노동자들에게 편
리한 시간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어린이들
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유해한 담배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
방하는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완전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의 여러 여성 노동자들에게 육아서비스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
를 제공하였다.

■ 노점상 단체협약
노점상들은 자영업자로 개발이 진행중인 도시 지역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점
상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권리뿐만이 아니라 노상 판매 공간 및 허가도 다루고 있다. SEWA
는 지금까지 30년간 아마다바드 시의 노점상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60,000명 이상의 노점상이 SWEA에 가입되어 있다. SEWA는 정책입안자들이 도시의 경제와
국가의 성장에 노점상들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도록 노점상들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함
으로써 노점상에 관한 국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SEWA는 2004년에 노점상
국가정책(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구자라트 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 차원에서 비준되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존의 시장들이 도시개발 과정에
서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예로 아마다바드 시 바드라(Bhadra)의 ‘자연발생시장(natural market)’을 들 수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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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발생시장이란 접근성이 좋고 보행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상업적 기회를 이용하여 자
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가리킨다. 바드라의 자연발생시장에는 375개 이상의 노점상이 활동
하고 있으며 그 기원이 15세기 아마드 샤 바드샤(Ahmad Shah Badshah) 시대까지 거슬러올
라가는 곳으로, 구자라트 주 아마다바드 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자연발생시장 중 하
나다. 2012년 중반에 아마다바드 지방공사(Ahmedabad Municipal Corporation: AMC)는 대
대적인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유직지인 바드라 요새 인근에서 노점상들이 계속 영업하는 것
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이 완료되자 AMC는 시장 철거명령을 내렸다.
노점상들을 대표하여 SEWA가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하고 협상을 벌인 결과, AMC는 교통
체증 문제를 이유로 들어 150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만 바드라 요새 인근에서의 영업을 허용
하고, 나머지 노점상들은 원래의 영업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SEWA는 시위, 단식투쟁을 통해 AMC의 제안에 반대하고, AMC의 노점상 철
거명령에 반대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AMC의 철거명령이 노점상들의 생계
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하여 AMC의 철거명령에 대해 유예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점상
들은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바드라 요새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유예명령이 내려진 후, SEWA는 요새 지역을 조사하여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
록 노상시장을 재설계하는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AMC는 SEWA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
에 따라 375개 노점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AMC는 모든 노점상들에 대한 생체조사(biometric survey)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노점
상에 정부로부터 신분증이 발급되었다.

■ 영세 농장주를 연합하여 농업법인 설립
SEWA 조합원의 2 / 3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세 농장주(small and
marginal farmers), 소작농, 농업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농촌지역 노동자들과 약 50년간
함께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SEWA는 가난한 영세 농장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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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들이 직거래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현대적 도구와
장비에 대한 접근성 결여,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인프라 및 지원금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영세 농장주들이 직면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들의 농업활동이 지속가능성과 수
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EWA는 다면적 접근방식을 택하였다. 이들을 사업체로 취
급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구 및 장비 도서관(tools
and equipment library)을 통해 현대적 도구와 장비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부담 없는 맞
춤 저축 및 대출상품 등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직거래 판로개척 문제 해결을 위해, SEWA는 농촌 유통 네트워크(RUral DIstribution
network: RUDI)를 설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RUDI는 농장주와 최
종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중간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영세 농장주들이 농업 공급체인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는 농부가 전체 공급체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
는 영리 농업법인이다.
RUDI는 250,000명이 넘는 소규모 여성 농장주들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조달경로, 가공센터, 포장부서,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소규모 농장주가 수확물을 RUDI
에 판매하면, RUDI는 여기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가공하여 적정가격의 상품으로 소포장하
며, 이 상품들은 'RUDI 벤' 또는 'RUDI 시스터'라고 불리는 SEWA 산하 판매원들에 의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유통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재 백만여 가구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세 농장주들은 정당한 수익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는다. RUDI는 영세 농장주들의 심각한 농업활동 상황을 지속가능하고 유리한 상
황으로 바꾸어놓는 데 크게 성공하였으며 자신들의 가정에 먹거리와 영양을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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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노동자 복지위원회
경쟁심화, 시장동향 변화 및 경제불안으로 인해, 비공식 노동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의 심각
성은 더욱 커지며, 또한 이 문제는 비공식 노동자들이 영양실조 및 문맹 비율이 극도로 높은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EWA는 도시지역 비공식 경제 복지위원회 설립을 위해 수년간 주정
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과 지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복지위원회 설립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요구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명확한 사용자-노동자 간에 명확한 근로관계가 형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복지위원회 설립에 강력히 반대했다.
여러 차례의 협상과 지속적인 지지 활동을 통해, SEWA는 도시지역 비공식 노동자들을 위
한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자 2천만 루피(한화 약 3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폐기물 재활용업자, 노점
상, 가사노동자, 기성복 노동자, 스틱 향 제조 노동자와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복지위원
회를 통한 혜택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아마다바드 시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SEWA의 역
량을 인정받아, 복지위원회에 노동자를 등록하는 작업도 SEWA에 위임되었다. SEWA는 노동
자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복지위원회 등록을 독려하였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신분증
제작에도 기여하였고, 신분증을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 신분증은 비공식 노동자들이 매우 필요로 하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정부에는 해당 노동자에 대한 신원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복지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은 툴키트, 기술개발 훈련,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SEWA와 그
회원들에게 있어 비공식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단체협약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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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 맺음말
이 글에서는 비공식 노동자들을 위해 체결된 여러 형태의 성공적인 단체협약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SEWA가 지난 45년 이상 비공식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직화는 강력한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단
체교섭력과 조직력이 강화된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공식 경제와 이 부문에
서 새롭게 나타나는 고용형태 변화를 고려하여 조직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
가 있다. SEW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화 기법에 변화를 꾀했다. 초기에는 직종별 접근법
(trade approach)으로 조직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후 지역별 접근법(area approach)을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였고 이제는 전 직종이 당면한 더 포괄적인 현안들에 대처하고자 캠페
인 접근법(campaign approach)을 접목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노동자들이 단순히 노동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직종의 지도자가 되어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모든 단계에서 집단적 힘과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공식 노
동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도자 집단을 양성하는 일이 실효성 있
는 단체협약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조치다.
더 나아가 국가들 간에 노동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대비하
고 미래에 더 나은 근로조건과 정당하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단체협약을 설계하고 체결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함께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일깨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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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전공 박사과정)

■ 머리말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혹은 긱경제(gig economy)는 이미 새로운 고용관계를
창출하는 기제로서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고용주-피고용인 간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고용방식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불규칙적으로 바꿔놓
음으로써 장차 노동자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의 주요 구성요소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인데, 이 플랫폼은 공모(open call)를 통해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게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웹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역의 개인들에게 할당하
는 ‘지역 기반 애플리케이션’ 모두를 포함한다.”1) 개인 혹은 개별 기업이 특정 업무를 해결하
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의
경우가 크라우드워크(crowdwork)의 예라면, 운송 앱 우버(Uber)나 음식배달 앱 도어대시
(Doordash), 청소대행 앱 업앤고(Up&Go) 등 특정 지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방식은 지역 기반 앱의 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미국 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현주소는 어떠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1) https://www.ilo.org/global/topics/non-standard-employment/crowd-work/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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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 플랫폼 경제 및 노
동운동 현황과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 미국 플랫폼 경제 및 노동운동 현황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온
라인 플랫폼 노동자2)의 수는 160만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 1억 5,300만 명의 약 1%를 차지
한다.3) 산업별로 보면, 운송이나 비즈니스, 정보 산업에서 웹/모바일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단기 고용 비중이 제조/건설/농업 등 1,2차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특히 운
송/유틸리티(transportation and utilities) 부문은 총 노동자 대비 4.52%의 노동자들이 인터
넷이나 모바일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된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느 산업에 주로 분포하고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 고용된 노동자들만 따로 놓고 봤을 때, 노동자들은 대부분 서비스
부문에 속해 있었다(그림 2 참조). 전문직 및 비즈니스(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운송/유틸리티, 교육/건강서비스(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부문 순이었다.
직종(occupation)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고용 비율을 보면, 생산 및 운송(production, transportaion, and material moving occupations)이 1.9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그
림 3 참조). 그중에서도 운송 영역만 떼놓고 보면 3.8%의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 고용되었고, 생산 영역에서의 고용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 고용된 노동자들의 직종 분포를 보면, 주로 이 노동자들은 경영
및 전문직(management, professional, and related occupations)과 생산 및 운송, 그리고 서
비스직(service occupations)이었다. 마찬가지로 생산 및 운송 가운데, 운송(21.44%)이 생산
(0.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 online platform worker : 업무 수행과 대가 지불을 매개하는 웹/모바일 수단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연
결되어 단기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3) https://www.bls.gov/cps/electronically-mediated-employme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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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별 온라인 플랫폼 고용(혹은 노동자)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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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2]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 분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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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통계상으로 볼 때, 전체 고용에서 플랫폼 기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높지 않다. 태
스크래빗(Taskrabbit, 2008), 우버(Uber, 2009), 리프트(Lyft, 2013), 도어대시(Doordash,

2013) 등 플랫폼 경제의 역사가 대부분 10년이 채 안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은 아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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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종별 온라인 플랫폼 고용(혹은 노동자)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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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4]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종 분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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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기 단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실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한 통
계에 따르면 뉴욕에서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 픽업 건수는 2014년 450만여 건에서 2017
년 1억 6,000만여 건으로 증가한 반면, 택시 이용 건수는 2014년 1억 7,500만여 건에서 1억

2,500만여 건으로 감소하였다.4) 또한 음식배달 앱의 경우에도 사용자 수가 2018년 3,100만
여 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에는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23.8%가량이 이러한 앱을 통해 음

4) https://www.statista.com/chart/13480/ride-hailing-apps-surpass-regular-taxis-in-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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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5)
플랫폼 노동에서 가장 큰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인(employee)으로 인정하여 노동
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처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로 간주하여 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줄일 것인가일 것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 연방 대
법원에서 내린 다이나맥스 판결(Dynamex Decision)은 독립계약자 규정 기준을 더 까다롭
게 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높였다. 나아가 2020년 미국 대선을 앞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 이슈는 주요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5월, 연방노동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우버엑스(UberX)와 우버블랙(UberBLACK) 운전
자들을 독립계약자로 규정하여, 우버 운전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간주한 트
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바 있다.6) 그에 반해, 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
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
웠다.7) “A New Rising Tide”라 불리는 부티지지의 계획은 플랫폼을 통해 고용되는 긱경제 노
동자들이 독립계약자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Joe Biden)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 역시 올해 트위터를 통해 우버/리프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 바 있다.
플랫폼 노동자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 큰 시각 차를 보이는 만큼, 2020년
대선 국면에서 이 이슈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립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장 및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2016년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는 긱경제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규정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
5) https://www.emarketer.com/content/us-food-delivery-app-usage-will-approach-40-millionusers-in-2019
6) Forbes(2019.6.6), “New Trump Administration Rule: Gig Workers Are Not Employees,” Retrie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forbes.com/sites/tomspiggle/ 2019/06/06/new-trumpadministration-rule-gig-workers-are-not-employees/#473420cb336e
7) CNBC(2019.7.26), “Pete Buttigieg unveils plan to protect gig economy workers and boost
unionization,” Retrie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cnbc.com/2019/07/26/pete-buttigiegunveils-plan-to-protect-gig-economy-workers-un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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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고, 2017년 전국작가노동조합(National Writers Union)은 프리랜서 작가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EbonyOwes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2019년 5월
에는 우버의 기업공개(IPO)에 앞서 우버 운전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외치는 시위를 벌이기
도 했다. 그 외에도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도어대시는 소비자가 배달원에게 직접 지급하
는 팁 일부를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로 포함하였다가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자 팁 정책
을 바꾸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8) 이러한 사례들은 플랫폼 경제하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
약해질 수 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그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 플랫폼 노동 관련 최근 연구 및 쟁점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최근 연구는 주로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
지고 있다. Hall and Krueger(2018)에 따르면,9) 우버 플랫폼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근로시간
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이 유연성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우버 플랫
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본업이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
하여 부업으로 우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신규 운전자 유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글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들은 택시 기사들보다 더 젊고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소득 역시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우버 소비자들의 평점(rating)이 높은 소득
에 기여하며, 그 결과 우버 운전자들의 전체적인 근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
다. 반면 Berg and Johnston(2019)은 Hall and Krueger(2018)의 분석을 비판하고 있다.10)

8) Vox(2019.7.23), “Where your delivery app tips really go, explained,” Retrie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vox.com/recode/2019/7/23/20706393/doordash-tips-gig-economyamazon-instacart-uber-eats-explained-ab5
9) Hall, J. V., and A. B. Krueger(2018),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ILR Review 71(3), pp.705-732.
10) Berg, J., and H. Johnston(2019), “Too Good to Be True? A Comment on Hall and Krueger’s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LR Review 72(1), pp.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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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버 운전자들의 직업만족도와 소득수준 분석에 방법론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실제로 우버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이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을 시간대에 집
중되어 있었으며, 운전자들의 수입이 우버에 상당 부분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근무를 탄력적
으로 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우버의 평점 시스템과 소득 간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특히 ILO의 연구보
고서는 플랫폼 노동이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착취(exploit)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11) 노동자가 점점 플랫폼 방식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
한 협상력을 갖지 못하기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긱경제 및 플랫폼 노동으로의 고용형태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수반한다. 첫째, 플랫
폼 경제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invisible workers)’을 만들어낸다.12)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구인/구직과 단기 고용은 노동시장에서의 거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만든다.
그에 따라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용자 기업의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그 관계
가 겉으로는 희미해진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은 사회적 불안을 높이며, 이 불
안은 노동자들에게로 전가된다.13) 플랫폼 경제하에서 기존 노동법 및 노동정책으로는 플랫
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 지위를 갖는다면,
고용주의 책임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 부담은 노동자들 개인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
째, 플랫폼 노동자들은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왜냐하면
작업장이나 근로시간 측면에서 제각기 다른 근로환경을 갖는 프리랜서들의 특성상 노동자들
이 같은 경험을 소통하거나 조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14)
1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2018), The architectur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Policy
recommendations on platform design for worker well-being.

12) Stefano, V. D.(2016),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471,
Geneva: ILO.
13) Friedman, G.(2014), “Workers without employers: Shadow corporations and the rise of the gig
economy,”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2(2), pp.171-188.
14) King, M.(2014), “Protecting and Representing Workers in the New Gig Economy: The Case of
the Freelancers Union,” R. Milkman and E.Ott(eds.), New Labor in New York: Precario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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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일은
보통 동일한 목표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노
조들 간 입장 차이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서
비스노동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캘리포니아 지부는 우버/리프트와 비
밀리에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기업이 이 노조를 운전 노동자들의 이익대표조직
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이 노동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노조는 운전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규정하고 완전고용 보호망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이다.15) 2018년 캘리포니아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2019년 6월 주 의회(State
Assembly)의 관련 법안 통과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법안 철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
자 노동조합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이
라는 목표를 철회하고 타협한다면, 타협의 대가(노동조합 인정 및 혜택 제공)는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혜택이 보장된다 해도, 근로자 지위라는
가치가 쉽게 타협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와 같은 기술발전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까. 오히려 기술발전이 노동의 조직화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16) 즉 페이스북
(Facebook)이나 레딧(Reddit), 왓츠앱(WhatsApp) 등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노동그룹들
이 정보를 모으고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노동운동이 진행된 최근의 예로는, AFL-CIO의 #StopTheShutdown
디지털 캠페인을 꼽을 수 있다. 2019년 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연되자 AFL-CIO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10여 개 주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과

and the Future of the Labor Movement , Cornell: Cornell University Press.

15) The New York Times(2019.6.29), “Debate Over Uber and Lyft Driver’s Rights in California Has
Split Labor,” Retrieved on July 24th, 2019, https://www.nytimes.com/2019/06/29/business/
economy/uber-lyft-drivers-unions.html

16) Economist(2018.11.15), “Technology may help to revive organised labour,” Retrived on July 30th,
2019,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8/11/15/technology-may-help-to-reviveorganised-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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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항한 바 있다.17) 또한 노동운동에 활용되고 있는 여러 온라인 플랫
폼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워커(Coworker.org)를 들 수 있다. 코워커는 작업장의 여
러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전 세계 노동자들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플랫폼
이다. 최근에는 시카고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과 대형 유통업체 퍼블릭스(Publix)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터크옵티콘(Turkopticon)의 경우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에서의 크라우드워크에 대해 아웃소싱 주체인 임시 고용주에
대한 리뷰를 노동자들이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임시 고용주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마지막으로 워커십(Workership)은 노동조합
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데, 주로 단체협상이나 파업 등에 앞서 노
동자 혹은 조합 구성원들의 희망사항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 맺음말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변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요 변화에 따라
노동자를 완전고용할 필요성이 계속 줄어든다면, 점차 플랫폼 방식에 기반을 둔 단기 고용이
사용자들로부터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플랫폼 경제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나아가,
노동자 조직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보호해 나갈 것인가 역시 중
요한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업체들에게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 권
한은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플랫폼 기반 고용이 지닌 장점은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17) https://aflcio.org/pressreleases/afl-cio-launches-stoptheshutdown-digital-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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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없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스웨덴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스웨덴을 전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 없는 복
지국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목표(Fossil Free Sweden)를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스웨덴은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1991년 탄소세 도입 이후 조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
여왔다. 현재 스웨덴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조세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산화
탄소 1톤당 140달러가량이 조세로 부과된다.1)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0~2008년 동안 스
웨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가량 감소되었으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자랑
하고 있다. 이후에도 스웨덴 정부는 2009년 일관된 기후·에너지 정책(A cohesive climate
and Energy Policy-Govt. Bill 2008/09: 162)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
율성 강화, 녹색 기술 분야, 친환경 산업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스웨덴 정부
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담은 기후 및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와 탈화석연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최근 스웨덴 자동차업계에 도입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다룬다. 스웨덴 정부는 이
정책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기존 산업 구성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방향 재설정을 요구한다.

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5), The goal is a fossil-free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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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와 기후법
스웨덴 정부는 2017년 6월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후정책 프레임워크(Climate
Policy Framework) 법안을 발표하였다.2) 이 법안은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을 제외한 스
웨덴 7개 정당의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기후법(Climate Act)과 새로운 기후변화 목표, 그
리고 기후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현 정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정부도
스웨덴 국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
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정책 프레임워크는 4가지 새로운 기후목표를 담고 있다. ① 2045년까지 온실가스 실
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그 이후에는 네거티브 배출을 목표로 한다. ② 2030년까지 국내
교통(항공기 제외)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유럽연합 국가들이 함께 제정한 노력분담 규정(EU Effort Sharing Regulation)3)에서 지정
한 산업4)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3% 이상 감축한다. ④ 앞선 산업
에서의 배출량을 2040년까지 75% 이상 감축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웨덴 내에서 배출
되는 전체 온실가스를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고 2040년에는 73%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후법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후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① 정부의 기후정책은 기후목표에 근거해야 하
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② 매년 예산안 구상 시, 기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4년 주기로 기후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 기후정책의 목표와 예산안의 목표들은 항상 통일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정책 프레임워크는 기후정책 관련 독립기관인 기후정책위원회 설립 목적에
근거를 담고 있다. 기후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이 기후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

2)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7), The Swedish climate policy framework.
3) 2021~2030년 동안 유럽연합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매년 목표 설정을 하고 함께 노력해
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4) 교통, 건설, 농업 등의 산업으로 유럽연합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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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정책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
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탈화석연료 이니셔티브
탈화석연료 이니셔티브(Fossil Free Sweden Initiative)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COP 21)
에 앞서 스웨덴 정부가 준비한 계획으로 전 세계 최초의 탈화석연료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스웨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현
재 400개 이상의 기업들, 지자체, NGO 등이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
료 없는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이라는 기관을 두어 기업, 지자체 등에 탈화석연료를 위
해 필요한 노력 및 장애물, 기회들에 대해 알리는 지지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2017년 기
후정책 프레임워크가 발표된 이후, 화석연료 없는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의 역할이 확
대되었는데, 화석연료 없는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은 각 산업별로 화석연료 사용을 어
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게끔 했다. 특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산업 구성원들이 탈화석연료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해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어떤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드맵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각 산업별 로드맵5)을 살펴보면, 건축 및 도시공학의 경우, 현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
년 초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며 2045년까지 배
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45년까지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포집, 저장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 기술을 통해 시멘트 산업은 친환경적인
시멘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산업 내 구성원들은 기후에 영향을

5) Fossil Free Sweden(2018), Roadmaps for fossil fre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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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는 친환경 시멘트를 개발하여 2030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45년까
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시멘트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것임을 로드맵을 통해 밝혔다. 철강산업은 현재 스웨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차지
하고 있다. 철강산업 내 기업들은 수소를 활용하여 철광석을 철로 제련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
는데 이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광산업
분야는 최근 전화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을 동반한 바이오연료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이를 통
해 2035년까지 채굴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식료품 산업은 모든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공정을
전환하기로 밝혔으며, 항공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기는 화석연료를 사용
하지 않는 기종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삼았고, 2045년까지는 스웨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를 화석연료 미사용 기종으로 모두 전환하기로 계획했다. 임업 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임
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운행 수단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 및 차량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화석연료 없는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은 산업들의 로드맵 작성을 돕고, 그 로드맵
의 이행에 있어 장애물이 있거나 산업 간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소개하고 그
협조를 돕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탈화석연료 이니셔티브(Fossil Free Sweden
Initiative)와 화석연료 없는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은 기후정책 프레임워크, 기후법에
서 목표로 삼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계획들을 산업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
고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당근과 채찍 정책
도로교통 분야는 스웨덴 내 온실가스 배출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140g/km 이하
인 차량 구입 시 보조금(5년간 세금 지원)을 지급했고, 2013년부터는 배출량 50g/km 이하
인 슈퍼친환경차량(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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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미 보조금 지급 제도로 친환경차량 구매를 독려하고
있었던 스웨덴 정부지만 이를 더욱 촉진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또
하나의 정책을 꺼내들었다. 그것이 2018년 7월 스웨덴 정부가 도입한 당근과 채찍(BonusMalus) 정책이다. 당근과 채찍 정책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채
찍),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당근) 정책이다. 탄
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량(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의 확대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친환경차량(green cars)에 제공되던 보조금제도는 사라지고, 슈퍼친환경
차량(reward for super green cars) 보조금 제도는 당근 정책에 해당하는 기후보너스차량
(klimatbonusbilar) 보조금제도로 대체된다.6)
당근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등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기
후보너스차량 구매 시, 최대 6만 크로나(한화 약 741만 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대

60g/km로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소 7,500 크로나(한화 약
92만 원)의 보너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LPG가 아닌 다른 가스(바이오가스, 천연가
스)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최소 10,000크로나(한화 약 123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
다. 당근 정책으로 인한 보너스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돌아가도록 만들어졌고 그 기준과 계
산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기업이 친환경차량을 구매할 때 친환경차량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
의 일반차량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 기업은 보너스를 통해 차량 가격의 최대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채찍 정책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차량 구매 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휘발유,
디젤차량 및 탄소 배출량이 높은 중형차량의 구매 감소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채
찍 정책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본 세금(basic charge)
으로 채찍 정책에서 규정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3년간 연 360크
로나(한화 약 4만 원)를 부과하며, 탄소배출세금(Carbon dioxide charge)으로 95~140g/
km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차량 구매자에게 1g당 82크로나(한화 약 1만 1천 원)를 부과하

6) Transportstyrelsen, The bonus malus system, Retrieved on 1st September 2019, https://www.
transportstyrelsen.se/en/road/Vehicles/bonus-m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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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40g/km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차량 구매자에게는 1g당 107크로나(한화 약 1
만 3천 원)를 부과한다. 디젤 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는 추가환경세(additional environmental
charge)로 매년 250크로나(한화 약 3만 원)를 부과하며, 1km당 탄소 배출량에 13.52를 곱
하여 계산하여 책정되는 추가연료세금(additional fuel charge)도 부과한다.

■ 맺음말
스웨덴 정부는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와 기후법, 탈화석연료 이니셔티브(Fossil Free
Sweden Initiative)를 통해 거시적인 기후 및 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각 산업에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계
획 마련에 나서게끔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Anxo(2009)는 환경, 기후, 에너지 정책
이 노동시장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평가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 재구조화
혹은 새로운 기술 등장 등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3
년 이후, 스웨덴 내 환경 관련 기업 수는 10%가량 늘었으며 환경 분야 종사자 역시 약 20%
증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7)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 및 산업구조 개
편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근-채찍 정책을 함께 다루었다. 친환경차량 구매 시 보너스를 제공하고 탄소 배출량이 많
은 차량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정책은 기존 자동차 산업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정부와 같이 전 세계 정부가 친환경차량 구매를 장려하기 시작한
다면 기존 자동차 기업들은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에 맞춰져 있던 공정 자체를 포기하고 친
환경차량 부문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새로운 개발 환경에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요 변화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신규 고용이 함께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 탈화석연료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산업 역시
마찬가지의 진통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된다.

7) Anxo, Dominique(2009), EEO Review: The Employment Dimension of Economy G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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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최대 노조인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현 스웨덴 정부의 입장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 특
히 LO는 국제노조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내건 슬로건인
“죽은 행성에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기후문제에 대처하는 데 국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LO는 장기적인 투자를 동반한 기후정책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에너지, 교통, 바이
오, 건설, 자재 관리 산업을 꼽으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
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기존 산업구조의 재편, 신 산
업의 등장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기술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노조들도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8)

8) The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LO)( 2018 ), Environmental and Climate Policy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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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고용보조지표 :
종류 및 그 특징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호주

채민희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호주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부문 경제학자들 간에 고용시장 동향 해석에 관하여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1) 정부에서는 호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실업률이 하향세이
고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반적으로 고용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 연구소 경제학자들은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수치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고용성장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호주에서는 고용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외에도 다양한 통계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매월 발표
하는 고용동향 보도자료에는 실업률과 더불어 불완전고용률(underemployment rate) 수치
가 매번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계청은 빈 일자리 수(job vacancies) 지표를 분기별로 발
표하는 데 단순히 한 개의 수치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일자리
수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구분해서 보도한다. 민간부문 데이터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로 이
용되는 데이터는 구인광고 웹사이트에서 추출한 구인광고 건수 및 연봉 수준 데이터로, 민간
연구소와 통계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조사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부적인 고용
동향을 파악한다.

1)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8월「 세계노동소식」의 호주 소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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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처럼 호주 정부 및 민간 연구소에서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률
과 더불어 적극 활용하는 고용보조지표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산출방식이나 장단점을 살펴보
고자 한다.

■ 호주 통계청의 불완전고용률(underemployment rate)
호주 통계청은 매월 노동시장 관련 통계수치를 간략하게 발표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총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불완전고용률, 노동시장 참여율, 그리고 총
근로시간 통계 수치가 표함된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실업률과 더불어 불완전고용률을 매월
주요 수치로 보도한다는 점이다.

<표 1> 2019년 7월 호주 통계청 고용동향 요약
전년동월
대비

2019.6

2019.7

전월대비

취업자 수(천 명)

12,890.6

12.915.2

24.6%

2.7%

실업자 수(천 명)

709.0

715.6

6.6%

1.6%

실업률(%)

5.2

5.3

0.0pts

0.0pts

불완전고용률(underemployment rate)(%)

8.4

8.4

0.0pts

0.0pts

66.0

66.1

0.1pts

0.6pts

1776.0

1776.6

0.6%

1.8%

노동시장 참여율(participation rate)(%)
총 근로시간(monthly hours worked in all jobs)(백만 시간)

자료 : 6020.0 – Labour Force, Australia Jul 2019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Product
sbyReleaseDate/6050C537617B613BCA25836800102753?OpenDocument)

여기서 불완전고용이란 간단히 말해서 현재 취업이 된 상태이더라도 원하는 만큼 일을 하
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호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불완전고용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정의를 따른다. 예를 들어 풀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풀타임 일자리를 찾
지 못해 현재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다면, 고용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고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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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것이다.2)
불완전고용은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다. 첫째는 사람 수(headcount) 기준이다. 이
는 총 취업자 중 불완전고용상태라고 판단되는 취업자 수의 비율이다. 둘째는 시간 기준이다.
노동시장 내 총 잠재노동시간3) 중 불완전고용상태의 취업자가 추가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시
간의 비율이다. 호주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불완전고용률은 사람 기준으로 환산된 수치
이다. 즉 호주 내 총 취업자 중에서 불완전고용으로 분류되는 취업자의 비율로, 산출을 위해
서는 월별 설문조사인「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를 활용한다.
불완전고용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노동력조사 데이터 내에 취업자들을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완전고용 근로자 그룹이다. 여기에는 ① 조사 당시 풀타임 근로자, ② 조사
당시 병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나 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
③ 현재 근로시간 이상 일할 의사가 없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둘째는 불완전고용
근로자 그룹으로, ① 파트타임 근로자 중 현재보다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② 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담당 업무량이 충분치 않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더 일할 의사가 있더라도 조사 당시나 조사 시점 이후 4주 내에 실제로 그만
큼 더 일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완전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호주 통계청에서 말
하는 불완전고용률이란 현재 고용은 되었지만 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
분한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율이다.
이와 더불어 호주 통계청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불완전고용지표를 분기별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 참여, 구직 및 이동(Participation, Job Search and Mobility: PJSM)’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근로자들의 불완전고용상태를 더욱 상세히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number of hours usually worked), 선호하는 근로시간
(number of preferred hours),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steps taken to find
work), 구직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difficulties finding work) 등을 설문한다.

2)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6102.0.55.001~Feb%20
2018~Main%20Features~Underutilised%20Labour~7
3) 노동시장 내 총 노동시간 수요를 일컫는 용어로, 실업자와 불완전고용 취업자가 추가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시간에 현재 모든 취업자들이 일하는 총 노동시간을 합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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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통계청의 빈 일자리 수 지표(job vacancies)4)
호주 통계청은 분기별로 노동시장 수요를 나타내는 ‘빈 일자리 수’ 지표를 발표한다. 이 지
표는 호주 내 일자리 수 증감 추세를 통해 고용성장 패턴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지
표 산출에는 통계청의 ‘빈 일자리 수 설문조사(Job Vacancies Survey)’ 데이터를 이용한다.
먼저 여기서 빈 일자리 수란 특정 기간 내에 존재하는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설문조사 기준
시점 당일에 존재하는 빈 일자리 수만을 집계한다. 조사 기준일에 해당 회사가 실제로 인력
뽑기 위해 구인광고를 내고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실질적으로 채용 절차
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빈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해당 기준일에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빈 일자리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당 구인광
고를 올려 고용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3개월 뒤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일자리는 빈 일자
리로 집계되지 않는다.5)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하루 이하인 경우는 빈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산출된 빈 일자리 수 지표는 분기별 통계청 보도자료를 통해 <표 2>와 같이 발표된
다. 한 가지 특징은 빈 일자리 통계치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보고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대부분 정부의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민간 기업들의 노동수요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유
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표 2> 2019년 5월 호주 빈 일자리 수 지표
(단위 : 천 개, %)
2019. 5

전분기 대비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민간부문

221.2

0.1

3.8

공공부문

21.9

1.6

8.2

민간 및 공공부문

243.2

0.3

4.2

자료 : 6354.0 - Job Vacancies, Australia, May 2019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
by%20Subject/6102.0.55.001~Feb%202018~Main%20Features~Job%20Vacancies~10)

4)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0/542E47978ED4A955CA2572AC0018067C?Opendo
cument

5)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6102.0.55.001~Feb%20
2018~Main%20Features~Job%20Vacanci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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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고용부 의 인터넷 빈 일자리 지표(Internet Vacancy Index: IVI)6)
호주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는 매월 주요 구인광고 웹사이트 – SEEK,
CareerOne, Australian JobSearch – 에 새로 등록된 구인광고 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
터넷 빈 일자리 지표(이하 IVI)’를 발표한다. IVI는 지난 한 달간 주요 구인광고 사이트에 새로
등록된 구인광고 개수가 늘었는지 감소했는지를 통해 노동시장 내 수요 변동 현황을 보여준
다. 또한 직종 또는 지역별 IVI도 추가적으로 발표한다. 고숙련 IVI(Skilled IVI)는 전문직, 기
술직 및 무역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광고 수만을 중점적으로 집계하고 지역별
IVI(Regional IVI)는 구인광고 수 변동 현황을 지역별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상세직업군별
IVI(Detailed Occupational IVI)는 지난 1년간 구인광고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5개 직업군과
가장 크게 하락한 5개 직업군을 보여준다. <표 3>은 그 예시로, 2019년 7월 기준 지난 1년간
교육전문가 직종 구인광고 수가 전년동월대비 79.2%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7)
<표 3> 상세직업군별 IVI 예시
2019년 7월 기준(전년동기대비) 빈 일자리 수 최대 증가 그룹

증감 수

증감률

1,170

79.2

건강 진단 및 치료 전문가(health diagnostic and therapy professionals)

720

19.4

교육/건강 도우미 및 보조사(carers and aides)

640

10.1

의사 및 간호사(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es)

600

10.3

보건복지상담사(health and welfare support workers)

220

18.1

건설 매니저(construc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anagers)

-800

-13.8

운전 및 운송기사(drivers and storepersons)

-820

-19

고객응대상담원(general-Inquiry clerks, call centre workers, and receptionists)

-960

-7

일반 판매직(sales assistants and salespersons)

-1,070

-12.6

기업 관리직(corporate managers)

-1,080

-10.8

교육전문가(education professionals)*

2019년 7월 기준(전년동기대비) 빈일자리 수 최대 감소 그룹

주 : * 각 직업군의 명칭은 호주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직업군 정의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의역하였음.
예를 들어 Carers and Aides는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202D8D47B

816971CA2575DF002DA5B0?opendocument를 참고하였음.
6) http://lmip.gov.au/default.aspx?LMIP/GainInsights/VacancyReport
7) 직업분류는 호주 뉴질랜드 직업군 분류(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ZSCO)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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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빈 일자리 수 지표와 비교했을 때 이 지표의 큰 장점은 대표성이다. 통계청 지표
는 설문조사 대상 기업들의 자료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랜덤추출된 표본이라 하더라도 대표
성에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 ANZ 구인광고 지표(ANZ Job Advertisement Series)8)
국가 기관 외에도 여러 민간 연구기관에서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조지표를 발
표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ANZ 구인광고 지표이다. ANZ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산
출하는데, 첫째는 주요 수도권 지역 신문에 등록된 구인광고 수이고, 둘째는 주요 구인광고
웹사이트에 등록된 구인광고 수이다. 지표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는 여타 자료와 마찬가지
로 먼저 총 구인광고 수, 전월 및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 제시된다. 이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추세와 ANZ의 구인광고 지표를 비교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고용성장 추세와도 비교
를 한다. 고용부의 빈 일자리 지표와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확성은 떨어진다. 특히 같은 일자리가 다른 신문이나 웹사이트에 여러 번 공지가 되는 경우
여러 개의 일자리로 집계된다. 즉 과대집계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대두된 가장 심각한 한계
는 이 지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형 구인 및 구직 행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한다는 점이다.9) 실제로 ANZ 지표와 통계청 빈 일자리 수 지표를 비교했을 때, 최근 수년 간
ANZ 지표상 일자리 수가 통계청의 그것보다 적다. 구인광고가 신문이나 주요 웹사이트가 아
닌 SNS와 같이 다른 방식을 통해 게재되는 경우 ANZ 지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8) https://media.anz.com/posts/2019/08/anz-job-ads--heading-in-the-right-direction
9) https://www.sharecafe.com.au/2019/04/10/anz-economists-question-their-own-job-ad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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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 신규 구인광고 지표(SEEK New Job Ads Index)10)
SEEK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주요 구인광고 웹사이트 중 하나로 호주 고용부나
ANZ와 마찬가지로 SEEK 웹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 개수를 집계하여 신규구인광고 지표를
발표한다. 고용부와 ANZ는 SEEK 외에도 다른 구인광고 웹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
서 SEEK 신규 구인광고 지표 자체는 큰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수를 발표하
는 월간 SEEK 고용보고서(SEEK Employment Report)를 보면 이 외에도 구인광고 내 평균 급
여수준 등 상당히 유용한 고용보조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표 4>는 2019년 5월 기준 해당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역별 구인광고 내 평균 연봉 수준이다. 표에 따르면 2019년 5월 SEEK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에서 제시된 평균 연봉 수준은 전년 5월 대비 3.4% 증가했다.

<표 4> SEEK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한 구인광고 내 평균 연봉(2019년 5월 기준)(계절조정)
주 (State) 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연봉액(호주달러)

ACT

NSW

NT

SA

TAS

VIC

WA

QLD

호주 전체

0.30

3.10

2.70

2.90

5.80

3.50

4.30

3.80

3.40

89,250

89,870

87,232

82,309

78,324

87,751

91,070

85,464

88,260

자료 : https://www.seek.com.au/about/news/jobs-ads-down-65-year-on-year-and-salaries-growby-34

■ 맺음말
실업률과 고용률은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고용지표들이다.
정부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국제 정의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국제
비교가 수월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고용형태 또한 급
변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두 지표만으로 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렵

10) https://www.seek.com.au/about/news/jobs-ads-down-65-year-on-year-and-salaries-growby-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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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살펴본 호주의 고용보조지표들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불완전고용률 지표는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고
용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된 빈 일자리 수 지표
는 현 고용성장이 정부정책 영향인지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인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
을 준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주요 온라인 구인광고 사이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고용보조지표들을 산출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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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민
 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 월마트 방문하여 임금 인상 주장
2019년 6월 초,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의 유

많이 소유한 일가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

(Bernie Sanders)가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인 월마

히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

트(Wallmart)의 연례 주주총회를 방문하여 노동자

다. 한편 월마트의 최고경영자 더그 맥밀런(Doug

들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McMillon)은 월마트가 자사 피고용인들의 임금을

버니 샌더스는 월마트의 소액주주 자격으로 연례

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 연방 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더 높은 수준

받을 수 있는 자체 최저임금 수준을 올릴 것을 주장

으로 법적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하였다. 월마트는 그간 ‘나쁜 직장(bad workplace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이때의 ‘더 높은 수

to work)’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통기업과 비교할 때 노동강도에 비해 상당히 임

는 언급하지 않아, 버니 샌더스의 주장인 시간당

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버니

15달러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상승에도 지지하는지

샌더스는 “월마트는 기아(starvation) 수준의 임금

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1)

을 자신의 피고용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라며 창
업자 샘 월튼(Sam Walton) 가족이 미국에서 부를

1) The Wall Street Journal(2019.6.5), “Bernie Sanders Takes on Walmart Over Worker Pay,” Retrieved on
August 10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bernie-sanders-takes-on-walmart-over-workerpay-11559756711

미국 : 2005년 이후 비정규직 약간 감소 추세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계약 등을 통한 일자리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

Institute)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정규직

의에 따르면, 2005년 비정규직 비중은 10.9% 수준

은 2005년 이후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었으나 2017년 10.1%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있다.1)

해당 보고서에서 비정규직(non-standard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7년 기준 미국 노동통계

work)은 용역 노동, 일용 노동, 단기 또는 프리랜스

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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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응답자 자신들이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이

화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은 경우 정규직에서 비정

비정규 노동일 확률은 10% 정도로, 이러한 경향은

규직으로 자신의 고용형태를 전환한다는 상식적인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해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으로 보인다. 한편 현

이와 같은 경향은 상대적으로 은퇴 시기에 가까운

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긱 이코노미(Gig

연령대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05

economy) 또는 플랫폼 기반 한시적 계약직은 전체

년에 55~64세 연령대의 10.8%, 65세 이상 연령대

노동력의 1% 수준으로 작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으

의 경우에는 18.3%가 비정규직 이었으나, 2017년

며, 이 중 교통 분야의 비중은 약 20% 내외였다.

에는 각각 9.3%, 16.2%로 하락하였다. 위와 같은 변

1) Eileen Appelbaum, Arne Kalleberg, and Hye Jin Rho(2019.2.28),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and
older Americans, 2005–2017, Economic Policy Institute and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Center.
Retrieved on August 10th, 2019. https://www.epi.org/files/pdf/162673.pdf

미국 : 노동시장 인력 부족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7월 노동통계에

하는 기술직 일자리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따르면 미국 경제는 인력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과거 기

예를 들어, 16개월 연속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술직으로 일하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

수보다 노동시장이 실업자를 취업자로 수용할 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숙련 근로자

있는 여력을 의미하는 빈 일자리의 수가 더 많았다.

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기준, 740만 개의 빈 일자

미이다. 또한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고하

리가 있었지만 구직자 수는 600만 명에 불과했다.

다는 점이다. 비자발적으로 해고되는 근로자보다,

이에 사용자들은 최근 STEM(science, technology,

스스로 사직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 경우 노동

engineering, and math) 전공자 등 숙련기술을 가

시장이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발

진 근로자를 비롯해 저숙련 근로자마저 채용하지

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근로자 비중이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발적인 이직 비

이 현상에는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대학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보다 현장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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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라틴 아메리

영어 능통자, 고학력 이민자들에게 큰 가산점을 주

카 등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온 많은 저숙련 근로자

고 있어, 저숙련 근로자의 이민을 억제하고 있기 때

들이 미국 노동력 부족현상을 상당히 해소해 왔다.

문에 미국 노동시장의 노동력 불균형 현상을 심화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최근 이민정책은 고숙련자,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1)

1) Vox(2019.8.12), “The US labor shortage, explained”, https://www.vox.com/2019/8/12/20801941/
us-labor-shortage-workers-quit

미국 : 직장 건강보험 비용 증가의 이유
카이저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이 2019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년 8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사

가 있다. 먼저, 카이저 재단의 부사장 신시아 콕스

용자는 근로자(4인 가구 기준)에게 직장 건강보험

(Cynthia Cox)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자기 부담금

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15,159달러를 지출한 것으

과, 보험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또

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51%가 증가한

한 의사 방문 비용, 병원 진료비 등 의료비용 자체

수준이다. 또한 2018년 4인 가구의 평균 의료비는

가 크게 증가한 것도 한 이유다. 무엇보다 전체 의

7,725달러로, 이 또한 2009년에 비해 67% 증가했

료비용 중에서 자기 부담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다. 이에 의료비와 직장 건강보험 비중이 가파르게

있다. 근로자의 의료비용 중 자기 부담금 비중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08년 26%에서 2018년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

구체적으로 4 인 가구의 의료비 7 , 725 달러 중

다. 이는 근로자가 보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4,706달러는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받는 추세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47명의 사

자 부담금이고, 3,020달러는 보험 이용 시 자기 부

업주가 참여한 한 업종별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높

담금(deductible), 가입자 부담금(coinsurance), 의

은 자기 부담금이 실제 의료지출을 증가시킨다는

무 부담금(copayments)으로 지출되었다.

의견을 밝혔다.1)

현재 보험 비용은 임금 인상률을 초과해서 상승

1) The CBC news(2019.8.19), “Here’s why your workplace health insurance is so expensive”, https://
www.cnbc.com/2019/08/19/heres-why-your-workplace-health-insurance-is-so-expens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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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워싱턴 포스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서 합리적 이민제도에 주목할 것 제안
최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몇

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이 시스템은, 트

몇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다루

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었다.1)

그 예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지역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다수의 저임금 합법이주 노

인 메인(Maine) 주의 가정간호보조(home health

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거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

aides)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문제를 들었다. 이 기

한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규제가

사는 이 문제가 가정간호보조 직업군의 차원을 넘

저임금, 저숙련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이 부문에서

어, 지역문제와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즉 고령화가

의 인력 부족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

심한 지역은 이런 인력 부족문제에 더 많이 노출된

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주정책은 고학력자

다는 것이다. 수십 년 내에 약 28개 주가 베이비부

나 영어가 능통한 고소득 직종에만 우호적으로 적

머들의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 문제

용된 바 있다. 이 기사는 고령화 추세와 반이민 정

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기조가 여러 인력 부족산업을 사양길로 접어들게

이 기사는 이러한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대안
으로서 합리적 이민 시스템(rational immigration

만듦으로써 미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system)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수용

1) The Washington Post(2019.8.25), “A rational immigration system is the answer to U.S. worker
shortages,” Retrieved on August 25th,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a-rationalimmigration-system-is-the-answer-to-us-worker-shortages/2019/08/25/b396bada-c5c4-11e9b72f-b31dfaa77212_story.html

미국 : 세탁노동자센터, 뉴욕시 세탁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 추진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하게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이 쉽게 진입하는 업

최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종으로, 대부분 히스패닉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세

향상을 위한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세탁소 주인

탁소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일하는

들과 이주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있다. 세탁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고 수요가 꾸준

보다 낮은 임금, 야간수당 없음, 환기장치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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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 특성상 노동자들 간

적에 맞춰 바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용자들은

의 접촉이 적고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그동안 조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절감

화가 쉽지 않았다.

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 역시 이민자 출신

최근 세탁노동자센터(Laundry Workers Center)

의 영세사업자이기에 임금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를 통해 세탁소 노동자들의 조직화 움직임이 뉴욕

고 주장하고 있다. 심한 경우 조직화 이전보다 총임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용자 측과

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

의 갈등이 발생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

이 부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

선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이 최저임

듯 세탁소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절반의 성공을

금에 맞게 책정되거나 작업환경이 건강권 보호 목

거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1)

1) The New York Times(2019.8.23), “$7 an Hour, 72 Hours a Week: Why Laundry Workers Have Had
Enough,” Retrieved on August 25th, 2019, https://www.nytimes.com/2019/08/23/nyregion/nyclaundry-workers-unionizing.html

스웨덴 : 2017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 증가
공공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에서

고용서비스센터의 안데르스 융베리(Anders

발표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 말 기

Ljungberg) 연구원은 경기침체와 보조금 지원 일

준, 스웨덴의 실업자 수는 344,000명이다. 이 수치

자리의 감소로 인해 2019년 가을부터 2020년까지

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5,000명가량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증가한 것으로 2017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했다. 한편 융베리 연구원은 현재의 실업률 상승이

수가 증가했다.1)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특히 이 장기

실업자 증가의 이유는 새로운 직장을 구한 이들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2018년 7월에 비

실업이 낮은 교육 수준과 연결되면서 악순환이 진
행될 것이라 예측했다.

해 5,000명가량 적은 인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것

고용서비스센터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여

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 2,600명이

성 실업률은 6.9%로 남성 실업률 6.8%에 비해 높

현재의 직장에서 해고되었지만 이는 작년 월평균 해

았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청년

고인원인 3,900명에 비해 적은 수치였다.

층(18~24세 구간)만을 살펴보면, 여성 실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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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남성 실업률은 10%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자의 실업률은 2018년 7월 19.9%에서

덴 태생 인구의 실업률인 3.7%에 비해서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2019년 7월 19%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스웨

1) The Local(2019.8.13), “Swedish unemployment rate rises for first time in two years”, https://www.
thelocal.se/20190813/swedish-unemployment-rate-rises-for-first-time-in-two-years

스웨덴 : 지자체, 교사 부족으로 타국에서 교사 채용
스웨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교사 부족 현상

지난 봄, 스웨덴 네 곳의 지자체 교육 담당자는

으로 인해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스페인에 찾아가 스웨덴 교사직에 관심이 있는 스

국가에 교사 구인광고를 내걸고 교사를 채용하고

페인 교사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 출장은 유럽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

합 내 채용네트워크 시스템인 EURES와 함께 진행

특히 셸레프테오(Skellefteå) 지자체는 영국의 가

한 것으로 일종의 즉석 만남(speed-dating) 프로젝

디언 지에 교사 채용공고를 내고 주 영국 스웨덴 대

트를 구상하여 짧은 출장 기간 동안 스페인 교사들

사관에서 교사 구인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적극적

과 스웨덴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때 참석했던 모라(Mora) 지자체의 한스 뢰그

현재 셸레프테오의 해외 교사 채용 프로젝트에는

렌(Hans Lövgren) 씨는 출장 당시 스페인 교사들

약 47만 크로나(한화 약 5,890만 원)가 투입되었으

의 관심이 상당했다며 출장 이후 50~60여 명의 교

며 8명의 새로운 교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사들에게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라 지자체

교사들은 스웨덴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류를

의 경우 교사 구인 출장을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출한 상태다.

진행해왔으며 스페인 이전에 네덜란드에서 몇 명의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안데르스 베르그스트룀

교사를 만나 채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Anders Bergström) 씨는 스웨덴 신문 스벤스카

EURES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교사 채용에 성

다그블라데트(Svenska Dagbladet)와의 인터뷰에

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로스(Borås) 지자체

서 스웨덴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교사 부족 문

의 경우, 2019년 가을 스페인으로 출장하여 8명

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

의 스페인 교사들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외레브

까움을 드러냈다.

로(Örebro) 지자체는 스페인에서 12명의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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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터뷰 한 후 3명의 교사들을 채용하기로 결정

(Ludvika) 지자체는 3명의 교사를 스페인 발렌시아

했다. 말뫼(Malmö) 지자체는 1명의 교사를 핀란

에서 채용했다. 우메아(Umeå) 지자체는 핀란드에

드에서 채용했다. 모라(Mora) 지자체는 6명의 교

서 8명의 교사를 채용했다.

사를 네덜란드와 그리스에서 채용했다. 루드비카

1) Svenska Dagbladet(2019.8.13), “Hon lämnade Oxfordshire för svensk lärarsatsning”, https://www.
svd.se/lararbristen-far-kommuner-att-rekrytera-utomlands

영국 :이민 전문가, 노딜 브렉시트 시에도 EU 회원국 국민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즉시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2019년 8월 19일 영국 내무부가 노딜 브렉시트

국 국민들을 등록시키기 위한 정착제도(settlement

(No-deal Brexit) 시에는 EU 국민의 이동의 자유

scheme)를 진행 중이며, 이민 관측기관은 이를 통

를 즉시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8월 22일

해서만 적법한 체류 권리를 가진 EU 국민을 구분

BBC는 이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민 전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2020년 12

들의 의견을

보도하였다.1)

월 마감 예정인 이 제도에 대한 등록은 의무가 아니

2018년 12월 발표된 영국 이민정책백서에 따

며, 2019년 7월 기준 이 제도에 등록된 EU 회원국

르면, 브렉시트 이전부터 영국에 적법하게 거주

국민의 수는 영국에 거주하는 전체 EU 회원국 국민

중인 EU 회원국 국민들은 취업 등과 관련하여 기

(330만 명으로 추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존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 이와 같은 이민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근 영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이민 관측기관(Migration

국 통계청이 이민자 통계의 한계를 시인했다는 점

Observatory)은 현재 내무부가 EU 회원국 국민들

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월 21일 영국 통계

의 이주시기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청은 2004~2016년 이민자 통계에서 EU 출신 이

지적하였다. 즉 영국 내 고용주가 EU 회원국 국민

민자는 과소추정되고, 비EU 출신 이민자는 과대추

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그의 이주시기가 브렉시트

정된 오류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져 이 통

이후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 규

계를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에서 실험적 통계

정의 적용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xperimental statistic)로 격하시킨 바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자국 내에 거주 중인 EU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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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C(2019. 8. 22), “Migration: UK cannot end freedom of movement on Brexit day, experts say”,
https://www.bbc.co.uk/news/uk-49433027

영국 : 싱크탱크, 수습세 도입으로 청년들의 취업 및 훈련 기회가 줄고 있다고 주장
기업들로 하여금 수습생 훈련 예산을 마련하도록
levy)1)

급했다. 또한 정부의 제도 개편 이후 수습생에게 제

제도로 인

공되는 훈련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이는 수습세 도

해 이미 고용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의무교육을

입보다는 직장 훈련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진 데 주

갓 마친 신규 졸업자 등의 취업 및 훈련 기회는 오

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2)

강제하는 수습세(apprenticeship

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저소득

이 보고서는 청년층에게 훈련과 개발의 기회를

층의 생활수준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영국의 싱크탱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신규 수습직이

크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의 최근

학교를 갓 졸업한 구직자들과 30세 이하에게 할

보고서에 따르면, 수습세 도입 이후 중등 교육 수준

당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에 해당하는 중급 수습직 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다. 그러나 경영전문 연구기관 차터드경영연구소

대학 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고급 수습직 수는 크게

(Chartered Management Institute)의 정책 책임자

증가했다. 이 싱크탱크의 정책분석가 캐슬린 헤네

롭 월(Rob Wall)은 고급 수습직의 증가는 오히려

한(Kathleen Henehan)은 고급 수습직을 시작하는

환영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I의 발달

사람들 중 65%가 25세 이상이고 이들 대부분이 이

등으로 산업 차원의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미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

있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수습직을 젊은 사람들

은 수준별 수습직 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

에게만 할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 영국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연 3백만 파운드(한화 약 44억 4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들로부터 총임금액의 0.5%를 수습세로 걷고, 이 재원을 수습생 훈련비 지급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Financial Times(2019.8.23), “School leavers squeezed out by UK apprenticeship, report finds”,
https://www.ft.com/content/2a1f20aa-c58b-11e9-a8e9-296ca66511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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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실업률 7%대 도달에 대한 기대 회복
2019년 8월 14일 프랑스통계청(INSEE)은 프랑

및 민간 부문)를 보고했으며 2분기 증가 추정치는

스 전체의 2분기 실업률이 8.5%로 떨어졌다고 발

민간부문에서만 62,000개 이상이다. 최종 수치는

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9월 초에 발표되지만 변동사항이 없다면 6월 중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일자리가

보고된 수치보다 20,000개 이상 더 증가될 전망이

창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

아직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마크

비용절감 등에 대한 정책의 누적 효과, GDP 성장

롱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실업률을 7%에

의 과소평가 등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에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2015년 중반 이후 실업

을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는 이르다. 10개월 전만

률이 연간 약 0.5%포인트 하락했고 이러한 추세에

하더라도 비관적으로 보였지만 8월 7일 발표된 최

따르면 5년 내 7%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하지

신 수치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 소속 경제학자

은 않다. 실업률(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른)은 느

에릭 에이에르(Eric Heyer)는 “문제는 이 추세가 유

리지만 실질적인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09년 이

지될 수 있을지”라며 경계했다.

후 가장 낮은 수치인 평균 8.5%에 도달했다. 이는

앞으로의 실업률 추이는 실업보험 개혁에 의해

이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1년에 0.6%포인트

크게 좌우될 테지만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개혁의

감소한 수치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감소가 이루어졌

‘맹점’이라고 부른 평생교육, 미숙련자를 위한 계획,

다.1)

또는 지역 내 고용 재개에 대한 모든 장애물(이동

통계청은 지난 분기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성, 주택, 보육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400개가 넘는 94,000개의 추가 일자리(공공

1) Les Echos(2019.8.14), “L'objectif de Macron d'un taux de chômage à 7% regagne en crédibilité,”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lobjectif-de-macron-dun-taux-de-chomage-a7-regagne-en-credibilite-11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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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마크롱 정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40여 개의 연금
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보편적 제도의 도입을 추진

에 의해 비판을 받는 등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것으
로도 예상된다.

한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처럼 공공

가장 민감한 요소인 지급 개시연령은 기존의 62

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포

세가 유지되지만 은퇴연령을 늦추고 근로기간을 늘

인트에 따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리고자 하는 마크롱 정부의 의도에 따라 64세까지

공무원, 자영업자, 전문직, 농부 등 모든 직업군에

일을 해야 감액이 없는 전체 금액 수령이 가능해진

공통적인 규칙이 적용되며, 프랑스국유철도(SNCF)

다.

또는 파리교통공사(RATP) 등의 임직원을 위해 존

미래의 보편적 제도는 프랑스 인들로 하여금 “은

재했던 특별 제도는 폐지된다. 이 개혁은 은퇴연령

퇴 시 수령액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임

이나 연금 수준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는 것

금노동자에서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과

으로 연금개혁 담당 고등 판무관 장 폴 들르부아

민간부문 간/내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대통

(Jean-Paul Delevoye)가 2019년 7월 중순 권고사

령은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연금개혁은 “불안

항을 발표했고, 2025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

정한 일자리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

만 연금개혁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벌써부터 사회

람들, 특히 여성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고

주의 계열의 노동조합인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위함”이라고 주장했다.1)

1) Les Echos(2019.8.21), “Réforme des retraites, version Macron : ce qui se prepare”, https://www.
lesechos.fr/economie-france/dossiers/0301744716031/reforme-des-retraites-ce-que-veut-fairemacron-140500

중국 : 국무원,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 발표
2019년 8월 8일 중국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 규

금융 발전 및 혁신 창업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촉

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關於促進平台經濟規

진, 소비 시장 및 고용 확대 등에 모두 중요한 역할

範健康發展的指導意見)」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플

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 규범의

랫폼 경제는 생산력의 새로운 조직방식이고 경제발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의

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자원배분 최적화, 글로벌

견을 발표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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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장 진입 조건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한다. 넷째, 플랫폼 경제환경을 개선

준수 비용을 줄인다.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와 관

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 기초를 다진다. 이를 위해

련된 시장 주체의 등록 간편화, △산업 진입 규정과

△정부 부서와 플랫폼 간의 데이터 공유 강화, △사

허가 합리화, △새로운 산업 표준시스템 개선 등을

회 신용 시스템 개선, △건전한 정책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둘째, 관리감독의 개념과 방식을 혁신하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했다. 다섯째, 플랫폼 경제

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을 실시한다. △새로운

참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

경영방식의 특징 및 공정경쟁을 위한 관리감독 방

발전을 위한 법률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플

법 모색, △플랫폼의 책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

랫폼 및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직원 등의 권익보

로 정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유지, △건전하고 협

호,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동적인 감독 시스템 확립,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플랫폼 경제 관련 법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인터넷과 전통 산업의 결합)’ 관리감독 적극 실

했다.

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 플랫폼 경제의 새로

마지막으로 국무부는, 모든 지역과 부서는 플랫

운 경영방식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에 나설 것을

폼 경제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 산업 적

각 정책 및 조치들을 적시에 시행해야 하고, 중대한

극 개발, △‘인터넷 플러스’ 생산의 대대적 개발, △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국무부에 보고하도록

‘인터넷 플러스’ 혁신 창업 심화, △네트워크 인프라

했다.

1) 중국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8/08/content_5419761.htm

중국 : 통계로 본 2018년 중국인의 소득과 지출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2018년 국민경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도시 주민의 1인당 가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처분소득은 39,251위안(한화 약 664만 원)으로 전

가처분소득은 인민폐 28,228위안(한화 약 447만

년대비 7.8% 증가했고, 가격 요소를 제외한 실제 증

원)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고, 가격 요소를 제

가율은 5.6%였다.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외한 실제 증가율은 6.5%였다.1) 국민 1인당 가처

소득 중앙값은 36,413위안(한화 약 616만 원)으로

분소득 중앙값은 24,336위안(한화 약 411만 원)으

7.6% 증가했다.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14,617위안(한화 약 247만 원)으로 전년대비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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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고 가격 요소 제외 후 실제 증가율은 6.6%였

증가한 19,853위안(한화 약 336만 원)이었고, 물

다.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의 중앙값은

가상승 요인을 제외한 실제 증가율은 6.2%였다. 거

13,066위안(한화 약 221만 원)으로 9.2% 증가했다.

주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그리고 소득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5등분해 보면,

지출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26,112위안(한화 약

저소득층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6,440위안(한화 약

441만 원)이었고, 물가상승 요인을 제외한 실제 증

109만 원)이고, 중하소득층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가율은 4.6%였다.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은

14,361위안(한화 약 243만 원), 중간소득층의 1인당

전년대비 10.7% 증가한 12,124위안(한화 약 205

가처분소득은 23,189위안(한화 약 392만 원), 중상

만 원)으로 물가상승 요인를 제외한 실제 증가율은

소득층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6,471위안(한화 약

8.4%였다.

617만 원), 고소득층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70,640

한편 통계국의 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위안(한화 약 1,194만 원)으로 드러났다. 전국 농민

엥겔지수는 28.4%로, 도시 지역은 27.7%, 농촌 지

공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721위안(한화 약 63만

역은 30.1%였다. 이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35.5%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감소한 것으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전국의

2018년 국민 1인당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8.4%

엥겔지수는 63.9%였다.

1) 新浪經濟(2019.2.28),「 統計局：2018全國居民人均可支配收入28228元增8.7%」, https://finance.sina.com.
cn/china/gncj/2019-02-28/doc-ihsxncvf8501820.shtml

베트남 : 2019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시행
베트남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 사회보험법

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14) 및 관련 시행령(38/2019/NĐ-CP)에 따라

배우자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 5일(영업일 기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준, 이하 동일), 제왕절개 수술 또는 32주 미만의 태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베트남 노동관계법은 남성

아를 조산하는 경우에는 7일, 쌍둥이(2명)를 출산

노동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

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그리고 쌍

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어 자녀 출산에 대한 복

둥이(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일의 휴가일수가 추

지가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사회

가된다. 아울러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2명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출산일

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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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남성 노동자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위 출산휴가 기간에는 해당 규정에

배우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따라 사회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남

출산 후 사망 또는 의료기관의 판단으로 배우자가

성 노동자는 배우자 출산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태아를 돌보기에 충분한 건강상태가 아닌 경우에

사회보험료를 온전하게 납부하여야 한다.1)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 후 6개월까지 휴가를

1) 베트남 법원도서관 뉴스(2019.6.26), “Chế độ thai sản đối với nam giới từ ngày 01/7/2019”, https://
thuvienphapluat.vn/tintuc/vn/thong-bao-van-ban-moi/chinh-sach/24309/che-do-thai-san-doivoi-nam-gioi-tu-ngay-01-7-2019

베트남 :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 발표
베트남은 2019년 8월 11일 새로 마련한 노동법

안이 통과되면 노동계약의 종류는 기간의 정함이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

있는(36개월 미만)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로 법 개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근로계약 두 가지만 남게 된다. 넷째로 노동자가 특

번 노동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사항 중 주요 내

별한 사유가 없어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

용 5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동법

는데, 현행 노동법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지

상 현행 1주에 4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않으면 휴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다소 경직된 면

변경하여 노동시간을 주당 4시간 단축하는 것이다.

이 있었다. 마지막 다섯째는 관리자급의 경우에도

둘째는 사회보험법령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남성

수습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채용 후 정

노동자의 출산휴가를 노동법에 규정하여 법률 간

식 노동계약을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관리자란 베

정합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셋째는 노동계약 종류

트남 기업법(제4조 제18항)에 따라 정의한다.1)

중 하나인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 개정

1) 베트남 법률신문(LuatVietnam)(2019.8.23), “Infographic: 5 điểm mới nổi bật của Dự thảo Bộ luật Lao động
sửa đổi”, https://luatvietnam.vn/lao-dong-tien-luong/infographic-5-diem-moi-noi-bat-cua-duthao-bo-luat-lao-dong-sua-doi-562-22066-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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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정부가 출산휴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호주

러나 절반가량의 고용주들이 추가적인 급여를 지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1) 특히 배우자의

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급여 지급까지 많은 기간이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해당 기간 동안 충분

소요되는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대부분의 부모들

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 현행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타운센

2019년 8월 22일 호주국립대학교 벨린다 타운

드 박사는 OECD 회원국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

센드(Belinda Townsend) 박사는 학회 기조연설을

안 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르웨이는 심지

통해 호주의 출산휴가 제도가 다른 OECD 회원국

어 80% 이상을 지급한다며 급여 수준도 개선되어

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 평

야 한다고 밝혔다.

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8주인데 호주는 고작 2
주에 불과하다.

호주 생산성본부 또한 출산휴가 제도를 재점검해
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고용주가 자발적이 아닌 의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Dad and Partner

무적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배우자도 출산

Pay scheme)하에서는 산모의 배우자가 최대 2주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인 장치를 더 마련해야

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부가 휴

한다는 의견이다.

가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

이와 더불어 이번 달에 새로 발행된 KMPG 보고

러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무

서는 여성이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급휴가를 받아야 한다. 즉 배우자는 출산휴가 2주

남녀 간 임금격차도 확대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격

간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게 된다. 다만 고용

차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해야

주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보충하고자 하면 이에 더

한다고 주장하였다.2)

해 추가적인 급여(top up)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

1) The Canberra Times(2019.8.22), “Australia 'lagging behind' OECD countries on paid parental leave”,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341723/outdated-paid-parental-leave-a-deterrent-todads-experts/digital-subscription/

2)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8.22), “Paid parental leave for dads a key to narrowing gender
pay gap”, https://www.smh.com.au/business/workplace/paid-parental-leave-for-dads-a-key-tonarrowing-gender-pay-gap-20190820-p52iw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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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중소기업연합회, 부당해고심사신청 자격기준 강화 요청
2019 년 8 월 9 일 호주 중소기업연합회(Small

다. 노동법 전문가인 RMIT 대학 교수 안토니 폴시

Business Association of Australia)는, 호주 공정근

스(Anthony Forsyth)는 부당해고심사 신청을 위해

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부당해고심사

근로자들이 법률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상당

신청(Unfair dismissal claim) 기준을 강화해야 한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해

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책 권고안을 부처 장관 및 관

고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련 정책 입안자 등에 전달하였다.1)

액수가 5천~6천 호주달러(한화 약 5백만 원)밖에

여기서 부당해고심사제도란 근로자 본인이 고용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 행정감

경우 혹은 권고사직을 강요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찰관(Small Business and Family Enterprise

공정근로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복직

Ombudsman) 케이트 카르넬(Kate Carnell)은 부

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2)

당해고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해고 유형을 더욱 명

먼저 중소기업들은 심사 신청 비용 73.2호주달러

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화 약 6만 원)가 너무 낮고 심사요청 사유에 대

근로자가 횡령, 사기, 폭행 등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

저질러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심사를 요청할 수 없

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공정근로위원회에

다. 이에 대해 케이트는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제출된 172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111개 사건은

업무지시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보상이 불필요한 경우였다.3) 중소기업연합 대표 앤

따르기를 거절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낼더(Anne Nalder)는 부당해고심사 신청비용을 올

한 경우, 약물복용이나 음주와 같은 중독행위 등으

리고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를

로 해고된 경우에도 심사 신청 자격이 박탈되어야

사전에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전

한다고 주장했다.

문가들은 현재 심사 비용이 충분히 높다는 의견이

1)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8.9), “Calls to increase cost for lodging unfair dismissal claims”,
https://www.smh.com.au/business/small-business/calls-to-increase-cost-for-lodging-unfairdismissal-claims-20190807-p52emk.html
2) Fair Work Commission, https://www.fwc.gov.au/termination-of-employment/unfair-dismissal
3)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8.6), “ ‘Not working’: Ombudsman calls for overhaul of unfair
dismissal rules”, https://www.smh.com.au/business/small-business/not-working-ombudsmancalls-for-overhaul-of-unfair-dismissal-rules-20190806-p52e9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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