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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그리고 기후변화,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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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폭염 그리고 기후변화,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2019년 8월 1일 고용노동부는「 35℃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를 배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6월 4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하였던 2019년『 폭
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가운데,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에서 작업중지를
권고토록 하던 것을 경계단계인 35℃ 이상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올해도 폭염이 기승이다. 이제 여름철 폭염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가 발령되었다는 행정안전부의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폭염으로 인한 열 질환이나 사망 뉴스
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 프랑스, 벨기에 등 서유럽은 40℃가 훌쩍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신음하였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의 기획특집에서는 폭염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다루어 보고
자 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폭염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
는지, 이들 나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폭염과 같은 고온하에서 일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

>>

_3

위가 없다. 특히 뙤약볕이 내리쬐는 폭염하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폭염으로 인한 건
강침해가 우려되는 가장 직접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하에서 일을 하
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미국의 연구결과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폭염 등 고온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이지만,
특히 취업 초기에 있는 업무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 근로자,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열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고연령대의 근로자, 소득이나 신분상의 불안정성으로 폭염 등 고온 환경하에
서 일하는 것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취약근로자 등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침해에 심각하
게 노출되어 있다.
폭염 등 고온 환경하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조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 차원에서 열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지만, 예컨대 캘리포니아와 같은 개별 주 차원에서 열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노총(TUC) 차원에서 실내 사
업장의 최고 허용온도 설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뚜렷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기술지침의 형태
로 실내 허용온도 및 각 단계별 대응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살펴본, 폭염 등 고온으로 인한 일하는 사람의 건강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
국, 영국,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우선, 미국, 영국, 독일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공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폭염 등 고온에 노
출되어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집행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규
정이든 지침이든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고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 단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폭염 등으로 인한
질환 및 산재사고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도입되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밖에 머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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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건강침해는 비단 근로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온 등 기
후로 인한 건강침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
함하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온,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끝으로, 독일의 경우 이미 200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결의를 통해 기후변화가 노동을 포
함한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대응책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
우에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에게는 이미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도 있다. 매년 봄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기
후변화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 및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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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이상기온과 노동자 보호

Special Feature

기후 온난화와 미국의
근로조건 및 방열(防熱)조치
Shanna Devine (미국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노동자보건안전활동가)
David Arkush (미국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기후정책 책임자)

미국에서 열(heat)은 기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여름철의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에서 실
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열 관련 질환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열 스트레스(heat stress)는
대표적으로 물, 그늘막, 휴식시간 제공 등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관련해서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
행을 마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을 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부당하게도, 약 1억 3천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열
스트레스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서 관련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2) 연방차원에서 관련 기준
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 단위에서 근로자들을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
다. 또한 노동, 환경 및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연방정부에 업무상 열 스트
레스(occupational heat stress standard)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 Excessive Heat Conditions , National Weather Service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
ly/2Fngca8; Michael Tanglis and Shanna Devine, Public Citizen, Extreme Heat and Unprotected
Workers: Public Citizen Petitions OSHA to Protect the Millions of Workers Who Labor in
Dangerous Temperatures (July 17, 2018), https://bit.ly/2NoqhFo [hereinafter Public Citizen,
Extreme Heat and Unprotected Workers].
2) Petition by Public Citizen et al. to Loren Sweatt,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Labor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S. Department of Labor, for heat stress standard 1 (July 17,
2018), https://bit.ly/2wjJSzy [hereinafter 2018 Petition by Public Citizen et al. to Loren Swe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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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미국 근로자들의 상황
고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열사병(heat stroke)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천식, 신장질환, 심장병과 같은 기존의 건강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
르면,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나친 고온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81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며 7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3) 하지만 미
국에서는 업무상 상해와 질환의 보고율이 낮기 때문에 이 수치는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가
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고온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상해 및 사망의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체
온은 37°C 정도로 체온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 약간의 차이만을 견뎌낼 수 있다.4) 체온
이 올라가는 원인은, ① 여름 더위나 용광로에 의한 열과 같은 고온환경과 ② 신체활동 등으
로 인해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의미하는 신진대사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5)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고강도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
나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열 관련 질환에 특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 최근 지나친 고
온이 미국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한 연구 결과, 신입 근로자들이 특히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련 연방 기준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기관인 산
업보건안전청(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 :OSHA)이 2012년과 2013
년에 단속한 고온과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해당 사례들 중 고온 관련 사망건의 약 3/4은

3) Occupational Injuries/Illnesses and Fatal Injuries Profile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bit.
ly/2VVCGW6 (viewed on June 21, 2019). Serious injuries are defined as those resulting in at
least one day away from work.

4) Brenda Jacklitsch, Jon Williams, Kristin Musolin, et a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ard: Occupational Exposure to Heat and Hot
Environments 13 (February 2016), https://bit.ly/2hYlEba [hereinafter NIOSH 2016 Criteria
Recommendations].
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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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시 최초 3일 내에 발생하였으며, 1/3 이상은 업무 첫날에 발생하였다.6)
만성적인 열 스트레스는 만성신장질환(CKD)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신
장 손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장기능이 서서히 소실된다. 만성신장질환은 1990년대에
는 임상의학자들에 의해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사탕수수농장 근로자들에게서 발견되었지만,
최근에는 고온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구 결과, 만성신장질환
을 야기하는 일반적인 요인은 고온 노출과 고강도 노동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르면 농
업종사자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로자들은 매우 다양한 실내외 작업장에서 때
로는 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고온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열 스
트레스 보호 조치 없이 위험한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열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업종들이 있다. 미국 내 고
온 관련 사망건에서 농업, 건설, 수렵, 어업, 지원 업무,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한다.8) 실내온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제철소, 창고, 제조 및 육류포장 공장, 차량 및 기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고온
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생리학적, 사회경제학적 요소들도 근로자의 열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성
인에 비해 아동은 체질량 대비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온환경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또한 아동은 성인만큼 땀이 잘 나지 않아서 그만큼 체온을 낮춰주는 기능이 약하다.9) 마찬가
지 이유로, 성인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열 관련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국립노화연
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ing)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온 관련 사망건은 50세 초과 인구

6) Sheila Arbury, Matthew Lindsley and Michael Hodgson, A Critical Review of OSHA Heat
Enforcement Cases: Lessons Learned ,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8,
359-363 (April 2016) http://bit.ly/2NooKA6.
7) Press Releas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c May be Result of High Heat, Toxins (May 8, 2019), https://bit.ly/2IxiOUV.
8) Kirsten Dow, Kevin Hiers et al.,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hapter 19: Southeast (2018), https://bit.ly/31FEIN8.
9) Heat Exhaustion , Mayo Clinic (viewed on June 21, 2019), https://mayocl.in/2t2xf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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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발생한다.10) 부분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열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방해하는 심장, 폐 또는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혈액 순환이나 땀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며, 열을 통제하거나
열에 대처하는 신체 능력을 저해하는 약을 복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11)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만성적인 질환을 지닌 사람들도 열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더구나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 탈수증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 집단에 속한다.12)
저소득 근로자들도 열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근로시간(즉, 임금)을 줄여도 될 만큼
의 여유가 없거나 실직이 두려워서 아무런 불평 없이 계속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저소득 이주 근로자 상당수가 영어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합법적인 취업허가증이 없어서 건강상 문제를 신고할 경우 추방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13) 또한 저소득 근로자들은 직장 외에서도 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비영리단체인 팜워커 저스티스(Farmworker Justice)에 의하면, 이주 근로자 또는 일년 내내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주 노동자 합숙소, 이동식 가옥, 차량, 들판, 천막
에서 주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14) 온종일 더운 작업장에서 일하고 난 후에 그들이
귀가한 곳의 생활환경이 그다음 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를 충분히 식혀줄 수 없는 공

10) Hot Weather Safety for Older Adults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ly/2wdPuKM.
11) Press Releas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eat-Related Health Dangers for Older Adults Soar
During the Summer (June 27, 2018), https://bit.ly/2N4Gwbk; Heat Exhaustion, Mayo Clinic
(viewed on June 21, 2019), https://mayocl.in/2t2xfaj; Heat and Older Adult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ly/2r8qz8e.
12) Reproductive Health and the Workplace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viewed
on June 21, 2019), https://pubc.it/2EERnbZ.
13) Michael Tanglis and Shanna Devine, Public Citizen, Extreme Heat and Unprotected Workers:
Public Citizen Petitions OSHA to Protect the Millions of Workers Who Labor in Dangerous
Temperatures 27-28 (July 17, 2018), https://bit.ly/2NoqhFo; David Arkush, Valerie Mac et al.,
Public Citizen, Farmworker Association of Florida, Unworkable: Dangerous Heat Puts Florida
Workers at Risk 2 (2018) https://bit.ly/2WY97Yu.
14) Farmworker Justice, Issue Brief: Farmworker Housing Quality and Health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ly/2WUX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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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것이다.
열 관련 상해 및 사망에 관한 현재 자료는, 특히 취약계층 및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고용이
만연한 부문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다.15) 이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
지가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불법체류 노동자는 산재 신고 시 해고나 추방될 우려가 있
다. 또한 사용자들은 모든 작업장 위험 요소들을 숨기려고 하기 마련인데, 산재 및 업무상 사
망 관련 기록은 사용자가 OSHA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불완전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다. 게다가 이 자료는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농장 근로자와 같이 심각한 고온에 노출되는
상당수의 근로자 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고온이 열 관련 상해나 사망의 원인으
로 항상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두통, 발진, 피로, 발한 등과 같은 여러 증상들이 다른 흔한 질
환의 증상과 겹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기술한 바 있는 OSHA에서 단속했던 고온 관
련 사례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건의 약 1/5에서 “의료진이 촉발 또는 기여 요인으로
서 고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심장 문제로 보았다.”16)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 관련 질환 및 사망은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17) 사상 최고의 기온을 기록한 열 아홉 해 중에서 열 여덟 해가 2001년 이후라는 점
은 우려할 만하다.18) 또한 금세기 말까지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열
관련 사망자 증가는 혹한 관련 사망자 감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 자료만 보더라
도 열 관련 사망자 수는 관련 수치가 제공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
으며 연평균 기온 상승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19) 응급실 내원건, 응급 의료서비스 요청 전
15) Public Citizen, Extreme Heat and Unprotected Workers, 27-28.
16) Sheila Arbury, Matthew Lindsley and Michael Hodgson, A Critical Review of OSHA Heat
Enforcement Cases: Lessons Learned ,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8, 361 (April 2016) http://bit.ly/2NooKA6.
17) Public Citizen, Extreme Heat and Unprotected Workers; Arthur Neslen, Workers Face ‘Epidemic
of Heat-Related Injuries’ Due to Climate Change , The Guardian (April 28, 2016), https://bit.
ly/2WUAwFJ.
18) Severe Weather Awareness – Heat Waves , National Weather Service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ly/2CQ3X6u; John Schwartz and Nadja Popovich, It’s Official: 2018 was
the Fourth-Warmest Year on Record , The New York Times (February 6, 2019), https://nyti.
ms/2HX8s2t.
19) 2018 Petition by Public Citizen et al. to Loren Sweatt at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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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병원 입원건을 분석해보면 기온이 높은 날과 열 관련 질환의 연관성이 더욱 잘 드러난
다.20)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시간주 병원들이 기록한 자료를 근거로 실시한 조사
에 의하면, 급격한 기온 상승은 심장마비 발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기온
이 계속 상승하면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온도의 작업조건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근로자 수도
더 늘어날 것이다.
지나친 고온이 문제로 지적되는 기간과 지역의 수도 이미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7월 4일 주간의 경우, 매일 평균 220만 명이 넘는 건설
및 농장 근로자들이 지나친 고온환경에서 작업하였다고 한다.22)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플
로리다의 실외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상당 부분을 위험한 고온상황에서 보내며 그 결과 건
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23)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즉시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
도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될 뿐 아니라 사용자도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 지나친 고온에서는
‘신체활동과 정신적 업무 완수 능력이 약화’되어 작업 효과가 떨어지며 이로 인해 사고의 위
험은 높아지고, 그와 함께 산재보험 비용 및 관련 병원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24)
생산성 감소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25) 미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17년

20) Arpana Bole, Allison Crimmins et al.,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hapter 14: Human Health (2018), https://bit.ly/2Rq1WCm [hereinafter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hapter 14]; Renee N. Salas, Paige Knappenberger,
Jeremy Hess,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8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Brief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5 (November 28, 2018), https://bit.
ly/2P7MIik [hereinafter U.S.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21) Press Release, American Association of the Advancement of Science, Heart Attacks Often
Follow Dramatic Changes in Outdoor Temperature (March 1, 2018) https://bit.ly/2Fpjk5l.
22) Public Citizen, Extreme Heat and Unprotected Workers at 6.
23) David Arkush, Valerie Mac et al., Public Citizen, Farmworker Association of Florida,
Unworkable: Dangerous Heat Puts Florida Workers at Risk (2018) https://bit.ly/2WY97Yu.
24) Climate Change and Labor: Impacts on Health in the Workplace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ly/2dGd79p.; Sidney Shapiro & Katherine
Tracy, Public Law and Climate Disaster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 (Rosemary Lyster
et al. eds., 1st ed., Edward Elgar Pub, 2018), https://amzn.to/2QTBWxJ;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hapter 14; U.S.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at 5.
25) Sidney Shapiro & Katherine Tracy, Public Law and Climate Disaster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 (Rosemary Lyster et al. eds., 1st ed., Edward Elgar Pub, 2018), https://am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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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온 상승은 11억 시간의 노동시간 손실을 야기하였다.26) 2018년에 미국 세계변화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이 발표한 제4차 국가기후평가서(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에 의하면, 기온 상승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가 미국에 초
래하는 연간 손실은 2090년까지 매년 2,2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27) 국가기후평가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예를 들면 남동
및 남부 대평원에 위치한 주의 경우, 열 노출 수준이 심한 직종은 노동생산성이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세기 말에 이르면,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28)

■ 현행 열 스트레스 관련 연방 및 주 규정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에는 “미국의 모
든 남녀 근로자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to assure so far as possible
every working man and woman in the Nation safe and healthful working conditions)”
한다는 국가 정책이 명시되어 있다.29) OSHA는 웹사이트에서 “매년 수천 명의 근로자들
이 업무상 열 노출로 인한 질환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중상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
러한 질환과 사망은 예방 가능하다(Every year, thousands of workers become sick from
occupational heat exposure, and some are fatally injured. These illnesses and fatalities
are preventable)”고 경고하고 있다.30) OSHA는 실내외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열 스트레스
to/2QTBWxJ;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hapter 14.
26) U.S.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at 1.
27) James Temple, Climate Change’s Highest Cost: Overheated Employees Too Miserable to Work ,
MIT Technology Review (November 27, 2018), https://bit.ly/2KOvJS1.
28)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hapter 14.
29)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9 U.S.C. § 651(2)(b) (1970) https://bit.ly/2B1tB5t.
30) Occupational Heat Exposure , U.S. Department of Labor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
ly/1wVAw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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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향후 열 관련 상해,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OSHA의 고온 관련 상해 및 사망과 관련된 사용자 규제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작업
장 제공 의무를 부여한 일반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강제이행 사례는 드물며, 당연히 예
방 차원보다는 사후 대응적인 성격을 띤다. OSHA는 사용자들에게 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
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한 권고를 자발
적으로 이행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가 ‘노동부장관 vs. AH Sturgill Roofing, Inc’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감안하면, 향후 ‘일반적 의무’로 근로자들을 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근로자는 A.H. Sturgill라는 회사의 임시직으로 근무한 첫날에 5시
간 동안 햇볕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가 심부체온이 105°F(40.5°C)까지 오르면서 병
원에 입원하였고 결국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OSHA는 회사가 일반적 의무 규정에 따라 근
로자를 고온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그
러나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는 OSHA가 위험 또는 실행 가능한 완화 수단의 존재를 입증
하지 못했으며 노동부 장관이 “위반 사실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OSHA
의 결정을 뒤집었다.31) 다만 과반수의 위원들은 “본건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나친 고온 위험
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OSHA 기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는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도 지적하였다.32)
이러한 결정에 대응하여 OSHA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
무적 조치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고온 관련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미국의
공익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그 협력단체들은 2011년에 OSHA에 열 기준
(heat standard) 수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SHA는 기존 일반적 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열 위험과 관련하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3) 당시 OSHA 청장이었던 데이비드 마이클스(David Michaels)는 우선순위가 유사
31) Secretary of Labor v. A.H. Sturgill Roofing, Inc . 21 No. 13-0224 (OSHRC Feb. 28, 2019),
https://bit.ly/2IIteSe.
32) Id . at 8.
33) Letter from David Michaels, Assistant Secretary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o
Sidney Wolfe, Director of Public Citizen’s Health Research Group (July 7, 2012), http://bit.

16_

2019년 8월호 <<

한 여러 주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
리게 되었다고 이후 밝힌 바 있다.34) 2018년 7월에는 퍼블릭 시티즌은 전직 OSHA 관료뿐만
아니라 130개 이상의 노동, 환경 및 공공보건 단체들과 공동으로 연방 차원의 열 스트레스
기준 수립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OSHA에 제출하였다.35) 미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간부 위원인 (민주당-워싱턴주)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상원의원과 (민주당-캘리포니아
주) 주디 추(Judy Chu) 하원의원은 이 청원을 지지하였으며, 미하원은 현재 OSHA에 열 스트
레스 기준을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36)
관련 연방 법규가 부재한 상황에서, 3개 주는 주 차원에서 열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
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실외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미네소타주는 실내 근무자 관련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는 실내 근무자 관련 규정도 준비 중에 있다.37) 이러한 기준들은 열 스트레스 규정이 타당할
뿐 아니라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가령,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열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관련 소환장이 발급된 감독건
수는 OSHA가 일반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 건수보다 무려 50배나 많았다.38)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아직까지는 실외 근무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 단위
규정으로는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규정은 2005년에 열 관련 근로자 사망건수가
급증하자 긴급조치로서 시행되기 시작했다.39) 2006년에는 상설 규정으로 채택되었는데, 여
기에는 농장노동자노조(United Farm Workers)를 비롯한 여러 농장근로자 권익옹호 단체들

ly/2KFB8wZ.
34) Press Release, Public Citizen, As Climate Heats Up, Government Must Protect Workers from
Heat (July 17, 2018), https://bit.ly/2LlHIoD.
35) 2018 Petition by Public Citizen et al. to Loren Sweatt.
36) Press Release, Public Citizen, As Climate Heats Up, Government Must Protect Workers From
Heat (July 17, 2018) https://bit.ly/2LlHIoD.
37)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Senate Bill No. 1167. Employment safety: indoor workers:
heat regulations. Chapter 839. (viewed on June 21, 2019), https://bit.ly/2WW8nOo.
38) 2018 Petition by Public Citizen et al. to Loren Sweatt at 17
39) Press Release,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Cal/OSHA Standards Board Adopts
Emergency Regulations on Heat Illness Prevention (August 12, 2005), https://bit.ly/2x5vh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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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40) 그러나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시 농장근로자
의 열 관련 사망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5년 캘리포니아주는 이 규정을 강화하였다. 주요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용자 의무가 포함되었다. ① 근로자 1인당 시간당 1쿼트(0.94리터)
의 식수를 지급하고, ② 특히 더운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이를 감독하며,
③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④ 신입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열 관련
질환과 예방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41)
주 단위의 보호조치 외에, 미국 군대도 각 군별로 고온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다. 1973년 미
해군은 신진대사열 및 고온환경 부하를 기준으로, ‘최대 허용가능한’ 노출 상한선을 의미하
는 ‘생리학적 열 노출 한계(Physiological Heat Exposure Limit)’ 곡선을 개발하였다.42) 또한
습구흑구온도(wet bulb globe temperature: WBGT)가 상승하면 훈련량을 줄인다. WBGT
는 직사광선에서의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온도, 습도, 풍속, 태양의 각도, 구름
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43) 2003년, 미 육군과 미 공군은 열 스트레스 정보와 실내외 복무 병
사들의 열 관련 상해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회보(technical bulletin)
를 발행하였다.44) 이 회보는, 2주 기간에 걸쳐 서서히 작업량과 고온환경 노출 정도를 높이
는 기후순응(acclimatization)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업무강도 및 근무환경의 온도
에 따라 엄격하게 WBGT 기준을 산정하며, 이러한 수치들을 기준으로 업무-휴식 권고 주기
(recommended work-rest cycle)를 정한다.45) 미 해병대는 이전에는 자체 열 관련 지침을

40) Elizabeth Wilson, Heat Stress Prevention Heats Up in California , EHS Today (June 1, 2008),
https://bit.ly/2x78I6z.
41)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8, section 3395, Heat illness prevention https://bit.
ly/2L52EUs.
42) Manual of Naval 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 of the Navy. NAVMED P-5010-3 (Rev.
2-2009) 3-15–3-19, https://bit.ly/2ForD1g.
43) WetBulb Globe Temperature , National Weather Service (viewed on June 21, 2019), http://bit.
ly/2KXC3tq.
44) Technical Bulletin: Heat Stress Control and Heat Casualty Management. Headquarters,
Departments of the Army and Air Force. TB MED 507 / AFPAM 48-152 (I) (March 7, 2003),
45) Technical Bulletin: Heat Stress Control and Heat Casualty Management. Headquarters,
Departments of the Army and Air Force. TB MED 507 / AFPAM 48-152 (I). March 7, 2003. p.
16–18, Table 3-3, https://bit.ly/2Phxd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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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었지만, 2015년부터는 임시로 미 해군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46)
미군의 관련 지침들은 이행 검증을 위한 기록 보관 의무와 그늘 제공 의무가 없으며, 해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군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침들이 단순히 조언에 그치는 게 아닌지 불분명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
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노출 상한선과 미 육군 및 공군의
업무-휴식 주기와 기후순응 요강은 연방 차원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엄격하고 타당성 있
는 모범이라고 할 것이다.47)

■ 업무상 열 스트레스 규정 제안 사례
업무상 상해 및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권고를 제시하는 미연방 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는 1972년에 열 관련 기준의 요건들을 제시하였고, 1986년과 2016년에는 이 요건들을 보
완·수정하였다. NIOSH의 1차 권고에 따라, OSHA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OHSA에 열 관련 기
준을 권고하도록 하였으나 OSHA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2016년 NIOSH는 3차 열 기준 수
립 요건들을 발표하였다.48) 2018년 여름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OSHA에 제출한 청원서는
바로 NISOH의 권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청원서는 열부하(heat load) 상한선 도입, 근
로자의 열부하가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용자 의무 부과, 기타 보호
장치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 청원서는 포괄적인 열 스트레스 기준에 구체적으로 다음의 12가지 의무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9)

1) 폭염의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의무적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요소 또는 신진
46) Marine Corps Heat and Cold Stress Injury Prevention Program. MARADMIN 111/15 (March 9,
2015), https://bit.ly/2WZ1fWq.
47) 2018 Petition by Public Citizen et al. to Loren Sweatt at 23.
48) NIOSH 2016 Criteria Recommendations.
49) 2018 Petition by Public Citizen et al. to Loren Swe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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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적 요소로 인해 열부하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시간당 15~45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고온이 아닌 환경에서 취하도
록 하고 실외 작업환경인 경우에는 그늘에서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냉식(water-cooled), 공냉식(air-cooled) 작업복과 같은 개인 보호장구를 제공하여
야 한다. 수냉식, 공냉식 작업복, 냉각 조끼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는 근로자의 열 스트레스를 예방하며 열긴장(heat strain) 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심부체온을 신속하게 낮추어줄 수 있다. 사용자는 고온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
자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그늘이나 그 외에 쉴 수 있는 시원한 환경에 접근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실외 환경인 경우, 사용자는 휴식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수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소 가까이에서
충분한 양의 냉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5~20분마다 1컵의 물을 마시도록 장려한다.
5) 신입 근로자들이 고온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순응 계획(acclimatization
plan)을 실시한다.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후순응 계획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입 근
로자의 업무량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늘리는 것도 계획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1주일 이상
업무를 쉬거나 고온환경 또는 신진대사로 인한 열 부하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순응 과정을 재차 실시하여야 한다. 기후순응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는 땀으로 수분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 전반에 걸쳐 근로자는 시원하고 냉방장치가 있는 환경에
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6) 고온상황에서 고온환경으로 인한 부하와 근로자의 신진대사열로 인한 부하를 함께 주기
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각 교대 근무시간 중 가장 더운 시간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그리고 폭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적어도 1시간마
다’ 고온환경으로 인한 부하를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강도를
경, 중, 고로 구분하여 신진대사열 부하 측정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의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고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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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상의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대해
의학적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 스트레스 상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채용시점과 이후 연 1회 이상, 종합적인 의학적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기관)에게는 모든 관련
의학 및 위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대신 그 담당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열 스트
레스 상해 위험과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열탈진(heat exhaustion) 또는 열사병 징후나 증상이 있는 모든 근로
자에게는 응급의료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근로자에게 열 스트레스 위험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열부하 총량이 열부
하 상한선을 넘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구역에, 모든 관련된 언어로, 눈
에 잘 띄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지에는 응급조치 및 구급요법을 포
함하여, 열 스트레스 위험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되어
야 한다.

9) 열 경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이나 기
타 기상 관련 당국이 근일간 폭염을 예보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열 경보 계획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열 경보 계획에는 비긴급 작업 연기,
각 근무조의 증원, 휴식시간 연장,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모니터링 강화 등과 같이 폭염
이 발생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모든 필요한 절차들을 계획하는 임무를 지닌 위원회도
포함되어야 한다.

10) 열 스트레스 위험과 예방책에 대한 근로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열 관련 질환에 걸
릴 위험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열 스트레스 위험, 예방책, 열 관련 질환의 징후 및 증
상, 응급조치 절차, 기타 열 스트레스 위험 및 완화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내용으로 하
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보를 모두 포
함하는 서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열 스트레스 안전자료(heat stress
safety data sheet)를 모든 위험 작업 구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열 관련 감시를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한다. 사용자는 열 관련 상해 및 사망 내역,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모니터링 내역, 열 관련 환경 자료, 현재 및 과거의 열 경보 및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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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 계획서 등 이 기준에 의한 요건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들은 OSHA,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수립하여 열 스트레스 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위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내부고발 이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기후 온난화 상황에서 미국과 전 세계는 치명적인 열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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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이상기온과 노동자 보호

Special Feature

영국노총(TUC)의 사업장
최고 허용 온도 설정 요구
영국노총 (TUC)

수행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가
장 적절한 온도는 16~24°C라고 알려져 있다. 영국공인건축서비스엔지니어협회(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Services Engineers)1)가 업무공간별로 권고하는 적정 온도는 다음과 같다.
- 공장 내 고강도 작업(heavy work): 13°C
- 공장 내 저강도 작업(light work): 16°C
- 병동 및 매장: 18°C
- 사무실 및 식당: 20°C
사업장(workplace)이 너무 더우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나친 고온은 산
업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어지러움, 실신, 심지어 열경련(heat cramp)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우 신체의 혈액온도도 상승한다. 혈액온도가 39°C
를 넘으면, 열사병(heat stroke)이나 졸도의 위험이 있다.2) 41°C가 넘어가면 섬망(delirium)이나
정신착란(confusion)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혈액온도가 이 정도에 이르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
* 이 글은 영국노총(TUC)에서 발간한 사업장 최고 허용 온도 설정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보고서
인 Heat - The case for a maximum temperature at work 를 TUC의 허락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원
문은 https://www.tuc.org.uk/sites/default/files/Temperature.pdf 참조.
1) Section 1 (Environmental criteria for design) of CIBSE Guide A: Environmental design
2) Kerslake DM. The stress of hot environ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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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해당 근로자가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장기손상을 입을 수 있다.3)
그러나 그보다 낮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고온환경에서는 집중력 상실 및 피로도 증가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고온에서는 집중력이 저하
되거나,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럽거나, 개인 보호장구를 불편하게 느껴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으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한 고온은 기타 사업
장 위험요인들과 상호작용하거나 그러한 요인의 효과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장에 더욱 부
담으로 줌으로써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기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열 스트레스(heat
stress)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에는 65세 이상, 과체중자, 심장병 또는 고혈압 환자,
지나친 고온에 영향을 받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온은 정자 수 감소와
도 관련이 있으며 임신 중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과학적 연구 결과, 실내온도는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쾌적구간(comfort zone)’은 22~25°C로 확인되었다4). 실내온도가 이 구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내온도가 28°C에 이르면
생산성은 5% 하락하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업성과는 더욱 낮아졌다.

■ 관련 법규정
사용자는 적정하게 최대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건강상 위험요소가 제거된 업무환경
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위험요소들을 측정하고 필요한 예방 및 통제 조치들을 취
해야 한다.
사업장(보건/안전/복지)규정(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은 사업장
건물 내 온도가 ‘적정(reasonable)’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를 위한
최고 허용 온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적정’의 의미에 대한 합의도 없어서 다수의 근로
3) 3 Leithead CS, Lind AR. Heat stress and heat disorders. London: Cassell; 1964.
4) Seppanen et al, ‘Effect of Temperature on Task Performance in Office Environment'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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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쾌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온도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누락이다. 위 규정을 보완하는 승인실무규범
(Approved Code of Practice)에 최저 허용 온도와 함께 이의 실행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은 포함되어 있지만, 최고 온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보건안전대표들(Health and
Safety Representatives)은 사용자들이 고온환경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반면에 저온환경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쉽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이는 바로 승인실무규범에 최저 실내온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법규정 집행
현행 규정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최고 실내온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열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규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여러 보건안전대표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법 집행관들은 요청을 받아도 개입하기를 꺼
려하며, 이 분야에서 법 집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증거도 찾을 수 없다. 2009년 의회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2004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영국의 보건
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사용자들의 사업장 고온 관리 위반에 대해 어떠한
사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고온에 노출되는 사례
여러 노동조합의 보고서들을 보면 고온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여름 기온이 유난히 낮았
던) 2012년에 TUC 안전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안전대표의 14%는 고온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의 하나로 꼽았다.5)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 제조업 등의 일부 업종

5) Focus on Health and Safety, Biennial survey of safety reps, TU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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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당 답변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유리창이 많은 전후에 건설된 건물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최근에 약 6,000명의 교사, 학교 및 대학의 간부, 보건안전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 의하면, 응답자의 94%는 여름에, 42%는 정기적으로 지나치게 고온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TUC는 노조들에 지나친 고온에 노출되는 조합원들의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6) 제출된 수백 건의 사례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 노조대표는 27개소의 전화교환국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업장 실
내온도는 최저 21°C부터 최고 36°C에 이르렀다. 평균 실내온도는 28.64°C이며, 건물의

76%가 WHO 실내온도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 또 다른 노조대표는 자신이 근무하는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 실험실의 실내온도가 지난
해 여름 32°C까지 상승하였으며 이 실험실에 에탄올 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고 보고하였다.
- 닭고기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노조대표는 고온으로 인해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노
조원들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고강도 육체노동이 많은 공장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다.
- 버밍엄(Birmingham)의 한 중등학교에는 최고층인 3층에 정보통신기술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 교실들 중 하나 이상은 두 벽면의 상당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대
부분의 수업시간 동안 직사광선이 내리쬔다. 해당 안전대표의 보고에 의하면, 여름철 실
외온도가 22°C를 넘으면, 이 교실의 실내온도는 31~32°C까지 상승하며 때로는 그 이상
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냉방장치가 없고 블라인드가 햇볕은 가려주지만 동시에 교
실내 컴퓨터 20대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 노조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보건안전청이나 지방 당국
감독관들의 법적 뒷받침과 지원 없이 개선은 불가능하다. 설령 개선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이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실내온도가 종종 30°C를 넘는 한 학

6) The case for a legally enforceable maximum temperature, TU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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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교사는 “일반적인 불쾌감과 불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두통을 겪고 있다. 직
원들은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업무를 찾느라 애썼다. 선풍기를 구입해와야 했고 결국
에는 식수기를 설치했다. 지역 당국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 정도의 개선책도 학교장이
함께 고충을 겪었고 양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경우
지역 당국에 요청했던 개선방안은 겨우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지나친 고온이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렵
다. 지나친 고온으로 인한 주요 단기 증상인 어지러움, 두통 및 메스꺼움은 다른 질병과 관련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지나친 고온으로 고충을 받는 이들이 이를 신고하거나 재해대장
(accident book)에 기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향후 평균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이기
도 하다. 적지 않은 경우, 개폐 가능한 창문과 선풍기를 설치하거나 직원들을 창문이나 열원
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환기시설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단순한 조치들
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고 허용 온도가 정해져 있다면, 건물 신축의 설계 단계 또는
재정비 과정에서 실내온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최고 실내온도는 몇 。
C여야 하는가?
TUC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30°C(고강도 작업
(strenuous work)의 경우에는 27°C)를 상한으로 정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이 기준은 30°C
를 넘지만 정기적으로 실내에서 작업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상한선을 의
미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실내온도가 24°C를 넘어서 근로자
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WHO가 쾌적한 작업
을 위한 최고 허용 온도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이다.
적정 실내온도를 보장하는 것이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순히 직원들을 직사광
선을 피해 배치하거나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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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업장(보건/안전/복지)규정이 실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 또는 농업 종사자와 같이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에 의해 근로자의 건
강과 안전을 보호할 일반적 의무와 함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에 따라 고온환경에서의 작업이나 햇볕 노출로 인한 위험
요소들을 측정 및 통제해야 할 일반적 의무를 지닌다. 그 대상에는 매우 더운 택시 안에서 운
전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운전기사들도 포함된다. 안타깝게도, 업무
상 피부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
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사
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실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업
무 편성을 달리하거나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여
름철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태양열 차단 방법과 식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 맺음말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실내 작업의 법정 최
고 허용 온도를 30°C(고강도 작업의 경우에는 27°C)로 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기준
은 30°C를 넘지만 정기적으로 실내에서 작업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상한
선을 의미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태양열 차단 방법, 식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
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실외 작업을 하지 않도록
업무를 편성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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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이상기온과 노동자 보호

Special Feature

실내 고온환경에서의 노동보호를
위한 독일의 규정과 조치
Kersten Bux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청(BAuA) 연구위원, 공학박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IPCC Climate Change, 2014). 그 결과 공장, 공방 또는 사무실 건물 등과 같은 사업장
(Arbeitsstätte)의 실내온도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진다.
실외 근무자의 경우 높은 온도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그 결과 높아지는 열 스트레스
(heat stress)로 인해 근로자가 느끼는 부하가 커지는데, 이는 더위로 인한 불만, 능률 저하, 피
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통해 확인된다. 생리학적으로는 배출되는 땀의 양이 늘어나고 맥박이
빨라지고 그 결과 심혈관계의 부담이 증가하며 사고위험도 높아진다. 특정 상황에서는 실내
온도가 26°C 이상이 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보호복을 착용
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그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내온도와 관련
한 독일의 법적 기준 및 여름철 폭염기 작업장(Arbeitsplatz)에서 그 기준의 실제 적용, 그리
고 노동환경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다룬다.

■ 작업장(Arbeitsplatz)의 기후에 관한 법적 기준
독일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보호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규율은 산업안전보건법
(Arbeitsschutzgesetz(ArbSchG, 1996))에 기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편적으로 사업장

>>

_29

의 근로환경(Gestaltung der Arbeitsstätte, 예컨대 실내온도)으로 인해 위험이 야기될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안전보건령(Arbeitsstättenverordnung(ArbStättV, 2004))
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사업장안전보건령 부록 No.3.5(Anhang Nr.3.5)에서는 ‘건강을 해치
지 않는 실내온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간에 적용되며,
각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 절차와 근로자가 느끼는 신체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이때 기
술적·운영적 측면에서 특수한 실내온도가 요구되는 업무공간(예를 들어, 냉장실)은 제외된
다. 그 밖에도 실내 공기를 조절하는 기술장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안전보건령 부록
No.3.6은 근로자가 기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실외 사업장(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안전보건령 부록 No.5에서, 가능한 한 근로자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외적 영향(예를 들어, 햇볕 노출에 의한 더위)에 방치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장을 설립해야 한
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안전보건령에서는 근로현장의 기후조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근로자 보호라는 목
표만을 명시하며 모호한 개념들(예를 들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실내온도’)을 사용하는 반
면, 세부적 요구사항과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세부규정과 구체적 수치는 고용
주가 사업장안전보건령 제3조에 입각한 위험성평가를 근거로 도출해내야 한다. 그다음 이에
부합하는 보호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실내온도의 상한선이나 폭염 시 허용 노동시간
등과 같은 기후 관련 기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따라서 사업장안전보건령의 일반적 요구사항들을 구체화한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rbeitsstättenregeln: ASR)을 두어 기업이 이를 참고하고 사업장안전보건령이 산업안전보
건기구들을 통해 법안정성을 보장하며 독일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장안전보건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반면,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ASR)은 법적 구속력
이 없다. 기술지침은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며, 고용주가 시행령을 사업장에 실질적으
로 적용할 때 도움을 준다.
고용주는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ASR)을 적용하고 현장에서 이행할 시, 일명 ‘추정효과
(Vermutungswirkung)’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주가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시, 해당 사항에 상응하는 사업장안전보건령상의 일반적 규정 역시 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고용주가 취하는 조치가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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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적 조
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어도 동일한 정도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장안전보건기술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경우, 추정효과(Vermutungswirkung)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고용주는 자신이 선택한,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에 부합하
지 않는 조치들이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보장하고 있음을 담당 기관에 입증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관에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당 조치에 관하여 서면기록을 남기고 담당 기관에서 요청할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은 기후요소인 온도, 실내공기의 풍속과 습도에 대하여 공간과 시
나리오별로 다양한 수치들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는 온도만으로도 해당 공간의 실
내온도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습도, 열복사 또는 풍속이 높은 근무
지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기후요소들이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추가 평가되어야 한다.
업무공간(Arbeitsraumen)에서 허용되는 최저 및 최고 온도를 비롯해서, 모든 기술적 방법
을 동원했음에도 온도가 허용되는 온도를 하회 또는 상회할 경우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
서는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5 실내온도(2010)에 명시되어 있다. 이때 최저온도는 노동
강도와 근로자의 자세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표 1 참조). 휴게공간, 대기공간, 위생공간, 매
점, 응급처치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내온도는 최저치인 21°C로 유지되어야 한다. 실내온도
는 필요에 따라 작업장에서 매 시간 복사열 차단 온도계(radiation protected thermometer)
(측정정확도 +/-0.5°C)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외부 온도 역시 매 시간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
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사업장 실내온도는 원칙적으로 최고온도인 26°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연중 내내,
<표 1>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ASR) A3.5에 명시된 업무공간 내 최저 온도
주로 취하는 자세

노동강도
낮음

보통

높음

앉아있기

+20°C

+19°C

-

서있기, 걷기

+19°C

+17°C

+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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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절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예컨대 동절기에 기계 또는 기술적 프로세스에 의한 과열 역시
방지되어야 한다. 하절기에 실외 기후 조건으로 인해 실내가 과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장안전보건기술지침은 A3.5 이하 별도의 장(No.4.4)을 두어 실외온도가 26°C 이상인 경우
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계식 모델’을 제시하여 실내 업무공간을 위한 예
외규정을 기술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을 위한 여름철 폭염 시 규정과 보호조치’ 참고).
고온 사업장(예를 들어, 제철소의 용광로) 그리고 운영상의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특수한 조
건이 요구되는 업무공간(예를 들어, 치료목적의 욕탕, 사우나)에 관해서는 사업장안전보건기
술지침 A3.5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외 기후요소인 실내 공기의 유속과 습도에 관하여서는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6 환
기(2012)에서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열복사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요구조건은 규
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장 내 실내 공기를 조절하는 기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6에서 허용하는 평균 공기 유속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유속 측정은 최소한 평균

3분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기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로자
는 기류를 방해요소로 인식하며 기류발생으로 인해 (예를 들어, 목덜미와 같이) 의복으로 보
호되지 않은 신체부위 등 신체 일부의 냉각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기류발생은 공기의 유속뿐 아니라 온도, 난류도(국부적 유속
변동의 정도) 그리고 활동의 종류(예를 들어, 육체노동을 통한 열발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이들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경계값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6에는 온도가 20°C에서 난류도가 40%이고 공기의 평균 유속이 0.15m/s 이하인 상황에
서 저강도의 노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온도 상승 및 난류도가 감소하는 경우에 보다 높
은 수준의 공기 유속이 허용된다. 구체적 내용은 국가 표준규격으로 (예를 들어, DIN EN ISO

7730:2006)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하거나 온도가 높을 때 높은 공기
의 유속에 대한 불편함을 덜 느낀다. 이 경우 대류를 통해 더 많은 열이 체외로 배출될 수 있
으며, 피부 표면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냉각효과가 발생한다(DIN EN ISO 7933:2004). 특히
여름철 과열된 실내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해 근로자가 느끼는 부하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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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기술적인 이유 또는 근로조건으로 의해 업무공간(예를 들어, 세탁실) 내 습도부하
가 발생할 시, 상대습도는 생리적 이유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특정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표

2 참조). 이 수치들은 모두 절대습도 약 11.5g/kg에 해당한다. 이는 표준규격 EN 13779 ‘비
주거 건물의 환기’에 명시된 ‘여름철 최대 허용치’ 12g/kg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일명 ‘후덥
지근함의 경계(Schwülgrenze)’라고도 불린다. 한편 이 표준규격은 2017년 철회되긴 했지만,
독일에서 이 표준규격에 명시된 수치는 계속해 적용되고 있다. 기술의 영향하에 놓여 있지 않
은 공간(예를 들어,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계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장안전보건
기술지침(ASR) A3.6에서는 “기상 조건에 따른 습도의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장에서 여름철 습도가 높거나 (후덥지근한) 또는 겨울철 건조한 시기를 근
로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2>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ASR) A3.6에 명시된 최대 상대습도 허용치
온도

상대습도

+20°C

80 %

+22°C

70 %

+24°C

62 %

+26°C

55 %

독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사업장안전보건령을 통해 넓은 쾌적한 공간에서의 ‘정
상적인’ 기후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극단적 기후(더위 또는 추위)가 전제된 그리고 근
로자에게 건강상 유해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후 평가기법(예를
들어, 기후종합수치 등)을 동원하여 위험성평가의 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온
도, 습도, 열복사 또는 유속이 높은 작업장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복장에 의한 차단(clothing
insulation)이 이루질 경우가 그러하다. ‘고온노동과 저온노동’에 관한 규정들은, 산업의학
예방조치에 관한 시행령(ArbMedVV, 2013) 및 관련된 산업의학지침(Arbeitsmedizinische
Regel: AMR)에 명시된다. 구체적인 사항과 정보는 각 주별 시행가이드라인자료(예를 들어,
LV 16, 2011), 산재보험 기구에서 작성한 자료(예를 들어, BGI/GUV-I 7003, 2010), 그리고
표준규격(예를 들어, DIN EN ISO 7933:2004)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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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위한 여름철 폭염 시 규정과 보호조치
독일에서도 지구 온난화가 야기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기에 업무공간의 과열
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
은 경우 건물 내 냉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된다.
실내온도가 26°C를 넘어 35°C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더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피로감, 졸음, 능률 저하 및 집중력과 의욕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체온조절을 위한
생리적 반응이 확대되면서 특히, 땀 배출량 증가(발한), 피부표면 온도와 심박수 증가로 인해
능률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Seppänen, Fisk, & Lei, 2006).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아직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
는 생리적 현상이다. 건강상 위험은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26°C 초과

30°C 초과

35°C 초과

[그림 1]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ASR) A3.5에 입각한 실내온도 허용치에 대한 단계식 모델

보호조치 없이 근로하기에 부적합함

효과적인 조치 시행 의무

효과적인 조치 시행 권고
26°C 초과

26°C 까지

26°C 이상

실내온도

자료 : BA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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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허용 범위

실외온도

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및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의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5에 따르면 청소년, 노인 및 임산부와 수
유부가 이러한 집단에 포함된다. 물론 온도가 26°C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열배출을 크
게 저해하는 단열 작업복 또는 안전복을 착용해야 하거나 고강도 육체노동을 해야 할 때에도
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이 지속가능한지 또는 어떠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여름철 폭염 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산업안전보호를 위한 법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
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5에서는 신체적 부담이 낮은 활동(예를 들어, 사무직)과 일반적 근
로환경에 배치된 근로자만을 전제로 한 특수한 단계식 모델(그림 1 참조)을 도입하여 실내온
도 허용치와 적절한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내 기후(indoor climate)를 평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Bux, Hellwig, & Pangert, 2012).
원칙적으로 연중 내내 모든 사업장의 온도는 26°C를 초과할 수 없다. 실외온도가 26°C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5은 실내온도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수치를 허
용한다. 첫 번째 단계, 즉 온도 30°C 이하의 단계에서는 조치들이 권고된다. 기업 상황이 허
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조치들을 실제로 시행해야 한다(표 3 참조).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인 35°C 이하의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느끼는 부하를 감소시키는 조치들을 취할 의
무가 있다. 실내온도가 35°C를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해당 공간은 업
무공간으로서의 적절성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
해야 할 경우에는 고온근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사업장안전보건기
술지침 A3.5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예를 들어, 에어샤워) 또는 근로자 개개인을 위한 보
호장비(예를 들어, 열차단 복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단, 여기에서 소개하는 조치나 장비들은
산업현장(공장)에 적용된 예시들이므로,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로지 인력투입 여부나 근로시간 등 조직차원의 조치 등을 통해서만 근
로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의 조정 및 휴식시간 도입을 들 수 있다. 산
재보험기구들은 최대 45°C의 온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고온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1시
간마다 15분의 휴식을 권장하는데, 기후적 부담이 적은 공간에서의 휴식을 권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여름철 과열된 사무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내 상대적으로 시원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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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방을 휴게실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식 냉방기기를 구비할 수 있다. 물론 냉방기기가
절대습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높은 습도는 땀 배출을 통한 열의 체외방출을 방해하고 결과적
으로 근로자가 느끼는 부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ASR) A3.5에 따른 하절기 폭염 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조치들
대표적인 조치들
a) 햇빛차단 조치 (예를 들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블라인드 닫아 놓기)
b) 통풍설비 (예를 들어, 야간냉각)
c) 실내 열부하의 감소 (예를 들어, 전기 기기는 필요 시에만 작동)
d) 이른 아침시간 환기
e)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유연근무규정(Gleitzeitregelung)의 활용
f) 복장규정의 완화
g) 적절한 음료 구비 (예를 들어, 식수)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5에 명시되어 있는 간단한 조치들은 여름철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 그리고 근로자들의 능률 유지와 촉진에도 기여한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조치
의 일부는 실내공간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조직차원의 조치들이다(예를 들어,
외부 블라인드 사용, 야간냉각, 효과적 환기 및 햇볕 차단 조치, 실내 열부하의 감소 등). 그러
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실내 공기조절을 위한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서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실내온도가 외부와 비슷해질 것이다.
아침시간 환기를 통한 실내 냉각 효과는 대대적인 열기 유입으로 이미 오전 중에 사라질 것
이다. 실내 냉각을 위해 이동식 냉방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규모 공간으로 사용 공간이 제
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입 및 사용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류도 방지되어야 하며 위생상태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기기 내 세균
번식).
특히 효과적인 것은 독일의 경우 사무실 근무자에게 자주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조직차
원의 조치들이다. 많은 경우 효과적인 근로시간 조직을 통해 노동은 폭염기에도 견딜 만해진
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규정(Gleitzeitregelung)의 적용, 핵심노동시간 폐지, 추가적 단기 휴
식시간 허용, 근무시작 시간의 앞당김 또는 고강도 육체노동 시간 임시조정 등의 조치가 있
다. 이때 근로자들은 무엇보다 개개인에게 맞춰진 대안적 조치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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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적절한 무료 음료(식수 및 미네랄 워터, 허브티와 과일티 등)가 제공되기도 한다.
독일연방산업안전보건청(BAuA)의 한 연구 결과, 여름철 폭염기에는 일 근로시간 8시간 기
준 근무일 마다 약 1리터의 음료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Hellwig et al., 2012).
고용주가 복장규정(예를 들어, ‘넥타이 의무 착용’)을 폐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은 각자 적절한
복장 선택을 통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물을 사용해서 자주 신체를 부분적으로 냉각시키
면(손목이나 팔뚝을 차가운 물에 적시는 등) 근로자가 느끼는 부하가 경감되고 건강이 촉진
될 수 있다. 기타 다양한 정보와 팁은 무엇보다도 독일연방 산업안전보건청(BAuA) 홈페이
지에 게시된「 여름 폭염 시 근로현장을 위한 권고(Empfehlung für heiße Sommertage in
Arbeitsstätten)」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폭염기 사무실(Sommerhitze im Büro)’이라는 제목
의 리플렛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종합적·실용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BAuA, 2018).

■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독일에서도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여
름철 폭염기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작업장, 공장 또는 사무실 건물 등의 실내 공
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근로시간 또는 적어도 일부 근로시간에 야
외에서 일하고 있는 약 200만~30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부정적 영향
을 조기에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독일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 17일 독일 연방정부가 결의한「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Deutsche Anpassungsstrategie an den Klimawandel)」2)을 토대로 기후변화가 노동세계
를 포함해서 독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틀이 만들어졌다. 이미 독일의 기후변
화 적응전략의 첫 모니터링 보고서 2015(UBA, 2015)에서 여름철 폭염 시 뚜렷한 능률 저
하와 생산성 감소가 예상되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이러한 문제를 비롯 다양한 부정적 영
1) https://www.baua.de/DE/Themen/Arbeitsgestaltung-im-Betrieb/Physikalische-Faktorenund-Arbeitsumgebung/Klima-am-Arbeitsplatz/Sommertipps.html

2) https://www.bmu.de/themen/klima-energie/klimaschutz/anpassung-an-den-klimaw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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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예를 들어, 건조함, 폭우, 돌발홍수, 하천범람 또는 저수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연방환
경청(Umweltbundesamt: UBA)에 ‘기후변화의 결과와 적응 역량센터(Kompetenzzentrum
Klimafolgen und Anpassung) ’ 가 설치되었다. 그 밖에도 특히 독일연방산업안전보건
청(BAuA) 역시 참여하고 있는 ‘ 기후변화와 적응 기관네트워크(Behördennetzwerk
Klimawandel und Anpassung)’를 중심으로 현재 기후변화적응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더 나아가 ‘기후영향 및 취약성 분석 2021’을 실시하고 있다.3) 이러한 분석을 통
해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어 독일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의 종류, 규모 및 속도에 따른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민감성과 적응력이 파악된다.
노동환경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가
개발되어 홍보캠페인을 통해 대상 기업에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과열
된 실내 업무공간을 위해서는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침 A3.5과 이 글에서 설명한 ‘단계식 모
델’을 통해 실내 업무공간에서의 현실적인 노동보호조치 수단이 이미 제공되었다. 이는 기업
과 행정당국에서 폭넓게 수용 및 적용되고 있다.

3) https://www.umweltbundesamt.de/vulnerabilitaetsanalys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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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개발경제학 박사과정)

■서론
국제이민자(migrants)와 원주민(natives)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차이는
널리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
인 성별격차를 고려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온 것이 사
실이다.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민 노동자 성별 구성의
변화, 특히 여성 이민자 내 숙련된 이민자(skilled migrants) 비율의 변화는
사회적 함의와 경제적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연구가치가 충분히 있다. 즉 아
래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민을 결정하는 요소는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다시 말
해 남성의 이민을 결정짓는 요소와 여성의 이민을 결정짓는 요소는 같
은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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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민 결정요인 중에서도 교육수준이 성별에 따라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소개될 것이며, 사용된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기술통계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시되어야 할 연구
의 방안이 간단히 제시된다.

■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들은 이민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인들을 확인해 왔다. 그중
Dumont et al.(2007)은 이민자의 여성화(feminization)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선택적 이
민에 관한 연구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109개국(OECD 가입 25개국 및 비가입 79개
국)을 포함하는 OECD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이 연구는 이민 수출국들의 두뇌 유출
(brain drain) 결과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인구, 1인
당 GDP, 국가별 변수, 교육 및 성별을 설명변수로 하는 이민율에 대한 OLS 회귀분석을 통해
국가별 특징을 알아보고, 1인당 GDP, 교육수준에 따른 이민율의 성별격차를 설명변수로 하
고 영유아 사망률, 취학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모든 대륙에서 숙
련된 여성이 숙련된 남성보다 이민 확률이 높으며 두뇌 유출의 성별격차는 아프리카 국가에
서 가장 높고 유럽 국가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였다. 이들에 따르면 숙련된 여성들
은 GDP와 같은 두뇌 유출의 전통적인 추진 요인(push factor)에 다르게 반응한다. 또한 여
성 두뇌 유출률이 영유아 사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성 취학률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 두뇌 유출이 영아의 건강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Adsera and Chiswick(2007)은 이민자들의 출생국가에 따른 노동시장에 적응
수준 차이 및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의 유럽 공동체 가구패널(Eu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을 분석했다. 이들의 연
구는 이주국가 고정효과(destination-fixed effects), 연도 더미변수, 개인별 특징을 고려한
OLS 회귀분석을 통해 서유럽 내 이민자들의 임금이 원주민들의 임금보다 약 40% 낮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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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한 수익(returns to education)은 이민자와 원주민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표본선택 문제(selectivity issue) 및 목적국가들 내 제도적
환경 차이와 출생국가와 이주국가 사이의 기술 이전(skill transfer)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Bang and Mitra(2011)는 Docquier et al.(2009)의 1990~2000년
OECD 회원국에 대한 성별·교육수준별 이민율 자료를 이용하여 두뇌 유출 격차에 영향을 미
치는 문화적·제도적 요인을 조사했다. 1인당 GDP, 인구, 출생국가의 실업률, 제도의 질적 수
준평가 등을 포함한 합동(pooled) OLS 분석을 통해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만이 여성의
두뇌 유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음(-)의 상관관계가 추정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실증
분석은 성차별이 이민 선택의 비용과 이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
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민의 젠더화와 성차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Ferrant and
Tuccio(2015)는 2000년과 2010년 사이 사회제도적인 여성차별과 남남(South-South) 이주
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차별적 제도의 척도로 사회제도 및 성별 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와 성별, 출생국 및 이주국별로 해외 이주자를 분류하는 UNDESA 자료
를 그래비티 모형에 적용했다. Ruyssen and Salomone(2018)은 150개국에서 2009~2013년
동안 25세 이상의 여성 127,5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 세계 여론조사(Gallup World Polls)
를 사용하여 인지된 성차별이 여성의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이민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민 준비에 대한 두 가지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차별이 이민 의사를 결
정짓는 강건한(robust) 요인이지만 차후 이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보였다. Baudassé
and Bazillier(2014)는 성차별과 국제이민 사이에 실증적 관련성이 있는지 Docquier et
al.(2009)의 1991~2001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남녀 임금 및 교육격차,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등을 종합한 성평등지수를 계산한 후 주요인분석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을 실시하여 일반적인 이민자의 기술수준이 양성평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
다. 또한 성평등의 향상은 남성의 이주 감소 및 여성의 이주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
보다 더 종합적으로 Docquier et al.(2012)는 고급인력의 국제 이주에서의 성별 차이의 존
재 여부, 즉 숙련된 여성이 숙련된 남성보다 더 이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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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Docquier et al.(2009)의 1990년과 2000년의 일치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숙련이민율의 결정요인과 이민자 성별격차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이
들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전통적 추진 요인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여성
들은 동반이민의 경향이 보다 더 있음을 보여주지만 숙련 여성 이민자는 숙련 남성 이민자보
다 특별히 더 이주하지 않았다.
한편 Naghsh Nejad and Young(2014)은 여성의 권리와 두뇌 유출률의 남녀비의 관련성
을 1990년과 1990년 사이의 고도 숙련 이민자에 대한 자료와 여성의 권리를 측정할 수 있는
Cingranelli and Richards(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했다. OLS, Heckman 및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된 그래비티 모형은 출생국가와 이주국가 사이의
여성 권리 격차는 숙련 이민자의 흐름과 비선형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위에 소개된 선행연구들에서 부족한 부분은 성별에 따른 이민 결정요인 차이에 대한 일관
되고 비교 가능한 논거를 제공하는 설명체계라고 볼 수 있다.

■ 국제성인역량조사
이 글은 여성 숙련 이민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 이
상에서 실시되고 문화권이나 국가 간 비교가 유효하도록 고안된 국제조사인 국제성인역량조
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를 사용
했다. 이 조사는 각 국가별 5,000명에 달하는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 사회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인지능력과 직장 내 기술을 독해, 문
답, 수리, 문제해결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했다. 전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위해 실시된 조사는
아니지만 설문 항목의 포괄성과 국가간 비교의 용이성 덕분에 이민자의 개략적인 현황을 살
펴보기에 적합한 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첫 번째 라운드에 참여한 24개 국가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1
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국가에 대한 자료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집되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여러 가지 파일 형식(SPSS, SA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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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관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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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등)으로 OECD 홈페이지1)를 통해 제공되며 총 31개국의 16~65세 사이 성인 약 20만 명
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공식 언어로 조사되었다(호주 자료 및 미국 2 라운드 자료는 이 글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
내는 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동거여부, 부모 혹은 후견인의 교육
수준이 고려되었고, 노동시장 성과를 반영하는 변수로는 고용상태, 과거고용경력, 임금수준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민에 관련된 변수로는 조사된 국가에서의 출생여부, 이민 당시 연령, 이
민 당시 해당연도, 이민 1세대 및 2세대 여부, 조사된 국가에서의 거주연도가 포함되었다.

■ 유럽 이민자 및 숙련 이민자 현황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PIAAC 자료 베이스와 Docquier et al.(2012)에서 사용된 정의
에 의존하여 세계 숙련 이민자 현황을 소개한다. Docquier et al.(2012)에 의하면,

은국

가 j에서 태어나 국가 i에서 살고 있는 25세 이상 성인의 성별(g) 이민자 수를 나타낸다. 이때

1) http://www.oecd.org/skills/piaac/publicdataand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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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의 교육(무교육, 초, 중등교육을 포함)을 받는 이민자의 경우 s = l, 고등학교 교
육을 받은 경우 s = m,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이민자의 경우 s = h이다. 결과적으로 t 년도
국가 i에 거주하고 있는 성별·교육수준별 이민자 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부표 1>은 연도 t = 2011-12에 관찰된 이주자 수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남성 이민자보
다 여성 이민자가 더 많아, 이민자들의 여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t, 국가 i
에 거주하는 성별 g, 교육수준 s의 25세 이상의 개인을

를 나타내면 이민자 비율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이민자를 받는 국가 i의 총인구수인
이민자 수의 합계, 즉
이민자 비율,

는 원거주민의 수(

)와 국가 j로부터의

로 표현된다. [그림 2]는 국가별 2011~2012년도

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별로 이민자 비율은 상이하며 이 글에서 사용된 자

료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29.9%로 제일 높고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뒤따른다. 이를 세계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 유엔인구국에서 제공하는 국제이민자 스톡 데이터2)와 비교해보면
PIAAC 내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이민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대표성을 지닌 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을 통해 국가별 여성 이민자 비율은 터키에서 가장 높고(69.6%) 일본에서 가장 낮
음(31.5%)을 알 수 있다. 31개국 가운데 일본,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
베니아 등 6개국에서 여성 이민자 비율이 50% 미만이다. 이러한 잠정적인 국가별 고정효과
는 이민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M.POP.TOTL.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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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이민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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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의 계산, PIAAC Data 참조.

[그림 3] 국가별 여성 이민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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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의 계산, PIAAC Data 참조.

[그림 4]는 성별에 따른 숙련 이민자(대학교 교육 이상 이수자) 비율을 보여주며, [그림 5]
는 남녀 숙련 이민자 비율의 비(ratio)로 정의된 교육격차(schooling gap)를 나타낸다. 비가

1보다 크면 여성 이민자가 남성 이민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수치는
부록 <부표 2>, <부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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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남녀 숙련 이민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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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짙은 색 남성, 옅은색 여성.
자료 : 필자의 계산, PIAAC Data 참조.

[그림 5] 국가별 숙련 이민자 남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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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의 계산, PIAAC Da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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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글에서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을 통해 전 세계 30여개 국의 이민자 및 숙련된 이
민자 현황을 알아보았다. 간단한 기술통계를 구함으로써 국제이민의 전반적인 여성화를 확
인하고 숙련 이민자 내 여성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이
민자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제기된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자료
와 실증분석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민자 노동시장 문제에 집중
한 2008년도와 2014년도 유럽노동력조사(European Labor Force Survey)와 Grogger and
Hanson(2011)에서 소개된 효용극대화모델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젠더화된 이민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
다. 숙련 여성 이민자의 증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이주의 특징은 전통적인 틀 내에서 설명될
수 없는 만큼 성별 차원에 더 초점을 맞춘 시의적절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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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국가별 이민자 현황
총 관측수

이민자 수

이민자 비율

남성 이민자 수

여성 이민자 수

여성 이민자 비율

그리스

4,235

345

0.091

126

219

0.558

네덜란드

4,196

409

0.139

187

222

0.521

노르웨이

3,981

550

0.143

287

263

0.475

뉴질랜드

4,802

1,248

0.299

545

703

0.506

대한민국

5,585

78

0.015

40

38

0.495

덴마크

6,221

1,312

0.119

588

724

0.502

독일

4,314

565

0.146

263

302

0.513

러시아

2,651

173

0.057

56

117

0.576

리투아니아

4,368

175

0.043

71

104

0.483

미국

4,082

569

0.161

251

318

0.531

벨기에

4,048

323

0.077

143

180

0.533

스웨덴

3,625

640

0.185

307

333

0.537

스페인

4,979

666

0.134

301

365

0.531

슬로바키아

4,567

118

0.026

52

66

0.525

슬로베니아

4,456

502

0.136

248

254

0.481

시프러스

3,739

439

0.135

161

278

0.577

싱가포르

4,319

1,151

0.259

517

634

0.551

아일랜드

5,210

1,040

0.213

474

566

0.511

에스토니아

6,233

904

0.155

352

552

0.573

영국

7,587

839

0.155

338

501

0.512

오스트리아

4,132

597

0.174

285

312

0.524

이스라엘

3,979

914

0.264

422

492

0.543

이탈리아

4,062

384

0.094

149

235

0.564

일본

4,402

14

0.004

9

5

0.315

체코

4,603

176

0.049

70

106

0.543

칠레

4,135

102

0.038

36

66

0.554

캐나다

22,061

4,163

0.274

1,908

2,255

0.514

터키

4,334

19

0.005

6

13

0.696

폴란드

4,891

14

0.002

8

6

0.356

프랑스

5,814

753

0.144

381

372

0.501

핀란드

4,564

194

0.058

93

101

0.507

자료 : 필자의 계산, PIAAC Da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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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국가별 숙련 이민자 현황
총 관측수

숙련 이민자 수

숙련 이민자 비율

남성 숙련
이민자 수

여성 숙련
이민자 수

여성 숙련
이민자 비율

그리스

4,235

126

0.029

34

92

0.678

네덜란드

4,196

123

0.039

55

68

0.53

노르웨이

3,981

306

0.071

152

154

0.5

뉴질랜드

4,802

753

0.179

331

422

0.513

대한민국

5,585

22

0.003

11

11

0.527

덴마크

6,221

548

0.048

245

303

0.502

독일

4,314

190

0.042

82

108

0.544

러시아

2,651

152

0.042

44

108

0.644

리투아니아

4,368

117

0.023

46

71

0.504

미국

4,082

276

0.065

120

156

0.549

벨기에

4,048

97

0.022

40

57

0.558

스웨덴

3,625

293

0.07

135

158

0.554

스페인

4,979

148

0.032

59

89

0.588

슬로바키아

4,567

20

0.005

7

13

0.549

슬로베니아

4,456

70

0.016

24

46

0.628

시프러스

3,739

250

0.055

95

155

0.59

싱가포르

4,319

814

0.183

412

402

0.494

아일랜드

5,210

717

0.134

311

406

0.543

에스토니아

6,233

456

0.078

155

301

0.62

영국

7,587

442

0.078

170

272

0.541

오스트리아

4,132

58

0.013

30

28

0.476

이스라엘

3,979

523

0.149

222

301

0.574

이탈리아

4,062

60

0.01

17

43

0.704

일본

4,402

7

0.002

5

2

0.237

체코

4,603

47

0.013

19

28

0.59

칠레

4,135

40

0.016

16

24

0.642

캐나다

22,061

1,039

0.084

493

546

0.505

터키

4,334

4

0

2

2

0.527

폴란드

4,891

7

0.001

3

4

0.537

프랑스

5,814

181

0.031

92

89

0.499

핀란드

4,564

80

0.022

38

42

0.508

자료 : 필자의 계산, PIAAC Da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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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국가별 숙련 이민자 비율
총 이민자 내
숙련 이민자 비율

남성 이민자 내
숙련 이민자 비율

여성 이민자 내
숙련 이민자 비율

그리스

0.321

0.235

0.39

1.660457

네덜란드

0.291

0.286

0.296

1.034079

노르웨이

0.511

0.487

0.538

1.104424

뉴질랜드

0.612

0.604

0.62

1.027138

남녀 숙련 이민자 비

대한민국

0.234

0.22

0.25

1.134728

덴마크

0.406

0.406

0.406

0.99878

독일

0.284

0.266

0.301

1.132306

러시아

0.742

0.624

0.829

1.328082

리투아니아

0.556

0.533

0.581

1.090585

미국

0.419

0.403

0.433

1.074665

벨기에

0.308

0.292

0.323

1.106353

스웨덴

0.379

0.365

0.391

1.071866

스페인

0.241

0.212

0.267

1.261757

슬로바키아

0.207

0.197

0.216

1.097116

슬로베니아

0.119

0.085

0.155

1.824848

시프러스

0.508

0.493

0.519

1.052262

싱가포르

0.714

0.806

0.64

0.793663

아일랜드

0.632

0.591

0.671

1.135587

에스토니아

0.503

0.448

0.544

1.215318

영국

0.509

0.478

0.538

1.12525

오스트리아

0.076

0.084

0.069

0.82325

이스라엘

0.588

0.548

0.622

1.134407

이탈리아

0.109

0.074

0.135

1.829385

일본

0.448

0.498

0.337

0.67598

체코

0.274

0.246

0.297

1.20891

칠레

0.421

0.338

0.488

1.443827

캐나다

0.306

0.312

0.3

0.963058

터키

0.099

0.154

0.075

0.486299

폴란드

0.43

0.309

0.649

2.098755

프랑스

0.218

0.219

0.217

0.988954

핀란드

0.372

0.371

0.373

1.005759

자료 : 필자의 계산, PIAAC Da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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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의
임금차별 관련 논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9년 7월 초, 미국 여자 축구(soccer)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머쥐는 등 높
은 수준의 경기력과 성적을 보였다. 그런데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대우가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비하여 낮다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2019년 3월에 여자 축구 국
가대표팀 선수들 28인 전원이 미국축구협회(U.S. Soccer Federation)를 고소한 사실이 점차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에 따르면, 여자 대표팀은 남자 대표팀에 비하여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수입(revenue) 및 수익(net revenue) 모두 여자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에 비하여 높음에도 불
구하고 기대 연봉 및 보너스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20개의 친선경기에 출장하였을 경우 남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38% 수준
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임금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협회의 지
원도 여자 대표팀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1) 이에 대해 미국축구협회
는 여자 대표팀의 수입 및 수익이 높아진 기간은 최근 2년에 국한되며 남자 대표팀 선수들과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임금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금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1) The Atlantic(2019.3.19), “The U.S. National Women’s Soccer Team Makes a Really Good Case
for Equal Pay,” Retrieved on August 4th, 2019. https://www.theatlantic.com/entertainment/
archive/2019/03/why-the-us-national-womens-soccer-team-is-suing/5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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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박을 내놓았다.2)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의 임금이 어느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특히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제로 남
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비교한 후, 과연 이를 차별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과
가 앞서 살펴본 임금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임금 비교
현재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임금차별과 관련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세부
이슈들 중 하나는 여자 대표팀과 남자 대표팀의 임금수준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계약서에 기반을 둔 선수들에 한하여) 기본연봉과 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 여
자 대표선수들의 임금구조와 달리, 남자 대표선수들의 임금구조는 경기에 출장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너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너스의 경우 경기 수, 게임의 구분(친선경기, 국제경
기 등), 상대팀의 FIFA 랭킹, 경기 결과, 특정 토너먼트에서의 승리 여부 등에 의하여 차등 지
급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개의 친선경기를 뛰었을 때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남자 대표팀
선수들의 38% 수준의 임금을 받아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난다는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주장
은 2016년 12월에 종료된 계약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 2017년 4월부터 시작
된 새로운 계약에 의하면, 20개의 친선경기에서 전부 진 경우 남자 대표팀 선수들은 각 경기
당 오천 달러씩을 받게 되어 총 십만 달러를 받게 되고,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기본급인 십만
달러를 받게 되어 이들의 임금수준은 같아진다. 만약 20개의 친선경기 중 절반인 10경기에
서 이겼다면,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남자 대표팀 선수들의 약 89%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새로운 계약은 미국축구협회 후원사의 광고 출연 관련 급여, 일일
2) NY Daily News(2019.6.30), “USWNT blasts letter from U.S. Soccer boss: ‘The fact sheet is a ruse’ ...
USMNT agrees,” Retrieved on August 4th, 2019. https://www.nydailynews.com/sports/soccer/nyuswnt-gender-discrimination-lawsuit-20190730-nruhuw5mh5c3dj5swyfhgp6pnu-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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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per diem) 등을 모두 남자 대표팀 선수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3) 이렇듯 새로운 내용의 계약 도입 이후로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계약서 변경의 주된 이유가 5인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미국축구협회를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임금차별을 이유로 제소하였고 이 후속조치인 중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어도 이전의 계약서에는 차별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4)
이때 위와 같은 임금구조는 월드컵을 제외한 것이고, 월드컵에 한해서는 보너스가 기본적
인 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월드컵의 총상금과 우승상금은 국
제축구연맹(FIFA)이 결정하고, 각 국가별 축구협회들은 랭킹별 상금을 배분받은 후 선수들에
게 이를 사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거하여 배분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9년 여자 월드
컵은 총상금이 3,000만 달러(한화 약 364억 원)이며 우승상금은 400만 달러(한화 약 49억
원)였다. 반면 2018년 남자 월드컵은 총상금이 4억 달러(한화 약 4,855억 원)이며 우승상금
은 3,800만 달러(한화 약 461억 원)였다. 이와 같은 격차는 실제 월드컵 보너스 구조 격차로
이어져, 남자 대표팀 선수들은 월드컵 예선경기에서 지기만 하더라도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이기는 것보다 경기당 3,000달러(한화 약 364만 원)를 더 받게 된다.5) 실제로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2014년 월드컵에서 16강에서 탈락하였을 때 약 538만 달러(한화 약 6,350억 원)
를 지급받았던 반면, 2015년 월드컵에서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우승하였을 때는 약 173만
달러(한화 약 2,100억 원)가 지급되었다.6) 이에 대하여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변호인 제프리
3) The Washington Post(2019.7.8), “Are U.S. women’s soccer players really earning less than
men?,” Retrieved on July 10th,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7/08/
are-us-womens-soccer-players-really-earning-less-than-men/?noredirect=on&utm_term=.
ecacb2eccca6
4) Winston & Strawn, LLP. Winston & Strawn Files Action with EEOC on Behalf of United States
Women’s National Soccer Team,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winston.com/en/
thought-leadership/winston-strawn-files-action-with-eeoc-on-behalf-of-united-states.html
5) The Guardian(2019.7.24), “Does revenue explain the USWNT's World Cup bonus shortfall?,”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2019/jul/24/usa-womensoccer-equal-pay-bonus-questions
6) The Wall Street Journal(2019.5.7), “U.S. Soccer Denies Discrimination in Response to Lawsuit,”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wsj.com/articles/u-s-soccer-denies-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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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슬러(Jeffery Kessler)는 “미국축구협회는 미국 법에 의거하여 FIFA의 차별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축구협회는 위와 같은 주장이 법
적 근거가 없다며 협회는 단지 FIFA의 상금을 중개하고 전달하는 수준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반론을 내세웠다.7)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축구협회 회장 카를
로스 코데리오(Carlos Cordeiro)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0년부터 2018년
까지8) 약 3,410만 달러(한화 약 414억 원)를 여자 대표팀 선수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반면
남자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2,640만 달러(한화 약 320억 원)를 지급하여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오히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또한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임금수준은 여자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지급되었던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의 혜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를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도, 위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축구협회의 고연봉 선수 25인 중 14인이 여
자 선수들이었으며 고연봉 선수 50인 중에서는 23인이 여자 선수들이었다. 또한 이들 내에
서의 평균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보아도 성별 간의 차이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된다.9)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와 같이 격차가 적게 나타난 것은 여자 대
표팀과 남자 대표팀의 경기 결과 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여자 축구 국가
대표팀 선수들의 대변인인 몰리 레빈슨(Molly Levinson)은 이와 같은 성명서는 단지 “눈속임
in-response-to-lawsuit-11557246695
7) The Washington Post(2019.7.8), “Are U.S. women’s soccer players really earning less than
men?,” Retrieved on July 10th,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7/08/
are-us-womens-soccer-players-really-earning-less-than-men/?noredirect=on&utm_term=.
ecacb2eccca6
8) 이 글에서는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및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임금차별과 관련된 수치를 제시할
때 회계연도(fiscal year)를 사용한다. 미국축구협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
여 회계연도 마지막날의 연도를 회계연도로 명명한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
일까지의 회계가 보고되었다면, 이때의 회계연도는 2016년(영문으로는 Fiscal Year 16 또는 FY16으로
표기)으로 정해진다.
9) US Soccer Federation(2019.7.29), “Open letter to our membership from U.S. Soccer President
Carlos Cordeiro – July 29, 2019,” Retrieved on August 4th, 2019. https://www.ussoccer.com/
governance/board-of-directors/us-soccer-president-carlos-cordeiro/open-letter-july-292019-finding-common-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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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며 보너스 구조에서 오는 차별이 성별 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
였다.10) 결론적으로 여자 대표팀 선수들과 남자 대표팀 선수들의 임금구조상의 전반적인 차
이는 어느 정도 관찰되지만, 실제 세부 구조와 연봉의 지급 결과를 살펴보면 이것이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임금차별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위와 같은 임금수준의 차이가 과연 남자 대표팀에 비하여 여자 대표
팀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에 따르면, 연간 매출 및 수익 등 성과 측면에서 여자 대표팀은 남자 대표
팀에 비하여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축구협회는 현재 드
러나는 임금 차이는 연간 매출이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이들 축구대표팀들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다른” 조직임을 주장하였다.11)
이와 같은 주장들의 유효성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경기 결
과, 연간 매출 및 수익 등의 성과를 수치적으로 분석 및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 성과 부
문에서는 여자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자 대표팀은 최근 월드컵에서 2회(2015년, 2019년) 연속으로 우승을 거머쥘 정
도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자 대표팀의 경우 2014년 16강 탈락, 가장
최근의 대회였던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등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의 경기력이 상대적
으로 높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The LA Times(2019.6.30), “U.S. Soccer says the women’s national team gets paid more than
the men’s team,” Retrieved on August 4th, 2019. https://www.latimes.com/sports/soccer/
story/2019-07-30/us-soccer-women-paid-more-than-men
11) The Boston Globe(2019.7.8), “Get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US Soccer: Equal pay for the
women’s team — now,” Retrieved on August 4th, 2019. https://www.bostonglobe.com/
business/2019/07/08/get-right-side-history-soccer-equal-pay-for-women-team-now/
K2I0Mim6t8Q7dlZWkUwBeP/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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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성과 차이는 각 성별로 구분된 리그 내에서 비교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기 성과 차이가 어느 정
도의 매출액 차이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별 성과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축구협회의 2018년 총매출액은 약 1억 백만 달러(한화 약 1,231억 원)였다. 그중 절반
은 스폰서십에 의한 것이고, 또한 25%가량은 축구 경기의 입장권 등의 수입으로 인한 것이
다. 또한 남자 대표팀이 가장 마지막으로 월드컵 본선에 참여했던 2015년 동안 스폰서십은

50% 증가하였고 여자 대표팀이 2015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던 2016년에는 스폰서
십이 25% 증가하여 45만 달러(한화 약 546억 원)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스폰서십은 일정한
추이를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폰서십 판매가 중계권을 포함한 것이고 미국축구협회
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십으로 인한 수입이 남자 대표팀이나 여자 대표팀 한
팀의 공헌으로 환원되어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이다.12) 하지만 최근의 마케팅 관련 스폰서십이
여자 대표팀의 성과와 젠더 평등을 주 메시지로 한 것들이 많다는 점, 미국축구협회의 후원
사인 나이키에 따르면 최근 여자 대표팀의 홈경기 유니폼이 지금까지의 축구 국가대표 유니
폼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는 점, 그리고 2015년 2,540만 명, 2019년 1,400만
명이 여자 월드컵 결승전 중계를 시청하여 미국 축구중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여자 대표팀의 성과가 크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
입장권 및 기타 경기 수입의 경우 2016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대표팀이 여자 대표팀에 비
하여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기 수입은 남
자 대표팀이 여자 대표팀에 비하여 9,100만 달러(한화 약 1,105억 원)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
다.14) 그러나 여자 대표팀이 2015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였으나 남자 대표팀은 2018년 월
12) The Washington Post(2019.7.8), “Are U.S. women’s soccer players really earning less than
men?,” Retrieved on July 10th,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7/08/
are-us-womens-soccer-players-really-earning-less-than-men/?noredirect=on&utm_term=.
ecacb2eccca6
13) PBS(2019.7.8), “U.S. women’s soccer won 4 World Cups. Now can they score equal pay,”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pbs.org/newshour/nation/u-s-womens-soccerwon-4-world-cups-now-can-they-score-equal-pay
14) The Wall Street Journal(2019.5.31), “U.S. Soccer Files Defense Against Equal-Pay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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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컵 본선진출에 실패하였던 점은 2016년에 잠시나마 여자 대표팀의 경기 수입이 남자 대표
팀의 수입을 추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경기 수입 분석 대상기간을 2016년부터 2018년까
지로 변경하게 되면, 여자 대표팀은 남자 대표팀에 비하여 9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정도
높은 경기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15) 다만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는 경우 2016년(여자
대표팀 2,400만 달러 또는 한화 약 291억 원, 남자 대표팀 2,200만 달러 또는 한화 약 267
억 원)만이 여자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보다 높은 경기 수입을 기록한 연도이며 2017년(여자
대표팀, 남자 대표팀 모두 약 1,400만 달러 또는 한화로 170억 원)에는 경기 수입이 비슷하
였으며 2018년(여자 대표팀 1,200만 달러 또는 한화 약 146억 원, 남자 대표팀 1,300만 달
러 또는 한화 약 158억 원)에는 다시 남자 대표팀이 높은 경기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
다.16) 수익(net revenue)의 패턴도 동일하여, 2016년에는 여자 대표팀의 수익이 800만 달러
(한화 약 971억 원)로 남자 대표팀의 수익인 270만 달러(한화 약 328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렇다면 보다 최근 몇 년, 그리고 그중 어느 연도의 성과가 임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수준의 성과가 임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번 임금격차 논쟁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wsj.com/articles/u-s-soccer-files-defenseagainst-equal-pay-complaint-1464749792
15) The Guardian(2019.7.24), “Does revenue explain the USWNT's World Cup bonus shortfall?,”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2019/jul/24/usawomen-soccer-equal-pay-bonus-questions
16) Politifact(2017.7.11), “Does the U.S. women’s soccer team bring in more revenue but get paid
less than the men?,”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
article/2019/jul/11/does-us-womens-soccer-team-bring-more-revenue-get-/
17) The Washington Post(2019.7.8), “Are U.S. women’s soccer players really earning less than
men?,” Retrieved on July 10th,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7/08/
are-us-womens-soccer-players-really-earning-less-than-men/?noredirect=on&utm_term=.
ecacb2ecc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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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존
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임금격차와 성과격차와 관련한 기존의 상반된 입장과 보고들을
정리하여 여자 대표팀 임금차별 논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한편 해당 문제와 관
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
으로 거론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은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받는 임금
이 남자 대표팀 선수들에 비해 적다며 현재 드러난 임금 차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18) 한
편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스타 중 한 명인 메간 라피노(Megan Rapinoe) 선수는
월드컵이 진행 중이던 올해 6월 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더라도 임금차별 등 다양한 이슈에
서 성별, 인종 평등을 지지하지 않는 백악관의 초대를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9) 이렇듯 현재 성별 임금차
별과 관련한 논의들이 미국 노동시장 및 정치권 내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볼 때, 이번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임금차별 논란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결과가 주목된다.

18) Fox Business(2019.7.12), “World Cup: Elizabeth Warren backs USWNT equal pay fight,”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www.foxbusiness.com/features/world-cup-elizabethwarren-uswnt-equal-pay

19) CNN(2019.6.29), “US soccer star Megan Rapinoe says she's ‘not going to the f*****g White
House' if the women's team wins the World Cup,” Retrieved on August 3rd, 2019. https://edition.
cnn.com/2019/06/25/sport/megan-rapinoe-womens-soccer-white-hou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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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파견노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황 및 과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개최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중국에서도 많은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전
하며 노동 및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전통적으로 성차별 영역에서 다루어진 문제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으로 인한 노동유연화 이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혹은 권익침해 문제로도 부각되어 왔다. 동
일노동 동일임금을 위반한 행위는 분명하게 불평등한 현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 불안
정의 주요한 잠재적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표면적 현상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핵심기제 중 하나로서 파
견노동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이를 위해 파견노동의 기능과 효
용, 혹은 문제점을 원칙적 수준에서 재론하기보다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문제
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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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파견노동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 법의 시행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다소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는 크게 3단계로 설명되
는데,1)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 말이다. 당시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에 따라 외자기업이 중
국 내에 설립되었고, 이러한 외자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특수한 고용형
태로서 파견노동과 이를 주관하는 파견업체가 생기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
후반기이다. 이 시기에 중국이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하강(下崗)2) 노동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하강 노동자의 재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파견업체를 설립해 파견노동으로 하강 노동자
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흡수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한 것
으로, 일정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3) 이때까지 파견노동은 일부 특수
한 상황에 국한된 것으로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고용형태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전변한다. 세 번째 단계는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4)’이 시행된 2008
년 이후이다. 이 시기에 파견노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중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라
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노동계약법의 시행은 정책적 전환의 계기라기보다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장화 정책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시장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 점차적으로 기존의 계획경제하 정규직 고용모델에서 시장화된 계약직 고용모델로 전환해
1) 니우링·황경진(2013),「 중국 ‘파견노동 약간규정(勞務派遣若干規定)(의견수렴안)’: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국제노동브리프』11(12), 한국노동연구원.
2) ‘하강’이란 중국의 독특한 개념으로 ‘임시 면직’과 유사한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노동자를 ‘해
고’할 때 이는 임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강 노동자는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원래의
기업에 재고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의 주선으로 다른 기업에 재취업되어 ‘임시적인 상황’을 벗어나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하강’은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게
되었다.
3) 陳步雷·王健(2017),「 國有企業勞務派遣用功模式的法律規制-基於2014年至2016年的100個案件判決分
析析」『
， 中國人力資源開發』2017年07期.
4) ‘勞動合同法’은 보통 ‘노동계약법’ 혹은 ‘노동합동법’으로 번역하는데, 중국에서 ‘勞動合同‘을 보통 ‘노
동계약’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이 법의 영문명 또한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mployment Contracts’이므로 이 글에서는 ‘노동계약법’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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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고용형태를 다양화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07년에 노동계약법을 반포하고

2008년부터 이를 시행한 것이다.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과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은 이러한 흐름에서 이미 시작된 시
장화 논리의 피해갈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량으로 양산되었는데 그 대표적 고용형태가 파견노동이다. 국유기업 개혁과 같은 일련의
‘개혁’ 혹은 시장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고용형태의 변화는 고용과 노동의 유연화, 즉 불안
정한 일자리와 비정규적인 노동으로의 전환을 통한 인건비 삭감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따라
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양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양적 변화가 너무 급속하고 심각해서 파견노동이 지나치게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법을 시행한 지 5년 만인 2013년에「 노동계약법 수정안(勞動合同法<修正案>)」
을 발표해 파견노동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뒤이어 2014년에는「 파견노동 잠행규정(勞
務派遣暫行規定)(이하 잠행규정)」을 발표했다. 이 잠행규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사

용업체에서 파견노동자의 수를 전체 노동자의 1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고

2년의 과도적 시행기간을 설정한 후 2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노
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 규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획했던 효과를 낳지 못하고 대량의 불법해고와 불법파견, 그
리고 법을 피하기 위한 기형적인 고용관계를 양산했다.5) 파견노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
련된 최고법원의 자료를 보면, 2011년 22건, 2012년 59건, 2013년 248건, 2014년 1,255
건, 2015년 1,119건으로 잠행규정이 과도기간으로 설정한 2014년과 2015년에 분쟁이 집중
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6)

5) 陳步雷·王健(2017),「 國有企業勞務派遣用功模式的法律規制-基於2014年至2016年的100個案件判決分
析析」『
， 中國人力資源開發』2017年07期.
6) 黃宗智(2017),「 中國的勞務派遣: 從訴訟檔案出發的研究(之一)」『
， 開放時代』2017年0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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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파견노동 혹은 비정규직 현황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파견노동 현황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몇몇 논문에서 간단
히 언급한 수치나 추정 수치가 있을 뿐이다. 黃佳佳(2018)는 현재 중국 국유기업에서 파견노
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16.2%에 달하고, 일부 중앙기업7)은 파견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의 2/3를 넘기도 한다고 밝혔다.8) 그리고 陳步雷·王健(2017)은 2011년 전국총공회의 ‘국내
파견노동 조사연구 보고’를 인용해 당시에 이미 6천만 명의 파견노동자들이 국유기업과 관
련 사업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9) 黃宗智(2017b)는 현재 중국의 파견노동뿐만 아
니라 비정규직 전체의 규모를 농민공, 하강 노동자, 파견노동자로 집단을 구분해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우선 농민공은 2015년에 2억 7천7백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 중 의료보험과 양로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17%를 정규직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2억 3천만 명의 농민공을 비정
규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국유기업 개혁으로 4천만~5천만 명의 노동자
가 ‘하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1/3 정도로 추정하고 그에 해
당하는 1천5백만 명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추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10년 동안 파견노동이
급증해서 2012년에 이미 3천7백만 명에 달했고 2017년 당시에는 6천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농민공 2억 3천만 명에 재취업한 하강 노동자 1천5백만 명, 그
리고 파견노동자 6천만 명을 더해서, 현재 중국의 총 비정규직 규모를 대략 3억 5백만 명 정
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중국의 3억 9천3백만 도시노동자 중 약 3/4이 비정
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의 역사는 도시노동자의 ‘탈정
규직화’와 ‘비정규직화’의 거대한 변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10)

7)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기업과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기업으로 나뉜다.
8) 黃佳佳(2018),「 關於國有企業勞務派遣用功方式現狀的研究與思考」『
， 中外企業家』2018年28期.
9) 陳步雷·王健(2017),「 國有企業勞務派遣用功模式的法律規制-基於2014年至2016年的100個案件判決分
析析」『
， 中國人力資源開發』2017年07期.
10) 黃宗智(2017),「 中國的勞務派遣: 從訴訟檔案出發的研究(之二)」『
， 開放時代』2017年0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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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노동의 문제점
陳步雷·王健(2017)은 국유기업에서의 파견노동 문제를 주요하게 불법 계약해지, 고용주

책임 문제, 불법파견,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등과 같이 네 범주로 분류했다.11)

불법 계약해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국유기업 파견노동 관련한 노동분쟁 법원 판결 중 가장 많은
안건이 불법 계약해지에 관한 건이었다. 이 분쟁이 가장 많았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파견노
동의 비율을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잠행규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주 책임 문제
파견노동에서 고용주의 노동보호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분배할 것
인가는 파견노동 관련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고용주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
는 누가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행규정의 10% 규정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는 파견노동을 외주화하기 시작했고, 엄격해진 노동계약법을 피하기 위
해 기형적인 고용관계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한 측면으로는 고용관계가 더 복잡
해졌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파견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의 책임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단일고용주’ 모델을 채용해 파견업체를 고용 주체로 해
서 고용 주체가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에게 손
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업체가 파견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파견
노동 중의 법률적 책임을 주로 파견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11) 아래 내용은 陳步雷·王健(2017),「 國有企業勞務派遣用功模式的法律規制-基於2014年至2016年的100
個案件判決分析析」『
， 中國人力資源開發』2017年07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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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불법파견 문제는 주로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이라는 파견노동의 세 원칙 위반과 역파견 문
제와 관련이 있다. 국유기업 파견노동에서 가장 곤란한 점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법률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단지 개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통일적인 기준의 적용이 어렵다. 그리고 역파견이란 기
업이 원래 자신이 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환해서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게 하고 파견업체가 해당 노동자를 이 기업에 다시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업이 노동자
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현실에서 매우 엄중한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법률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
칙적인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할 때에는 간단하지 않다. 나이, 경험, 기술수준,
직책, 작업능력 등과 같이 노동자 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들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노동의 정도를 단순하게 계량화하기도 어렵다. 현재 국유기업은 대체로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계는 크게 ‘체제 내’와
‘체제 외’ 두 가지로 분류해 ‘쌍궤제(雙軌制)’라고도 불린다. ‘체제 내(정규직)’와 ‘체제 외(계약
직, 임시직, 파견직 등)’의 차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고용관계에 따른 큰 범주의 결정적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원론적 차이 외에도 ‘체제 외’에 속한 파견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등은
같이 ‘체제 외’에 속한 임시직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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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노동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노동계약법은 파견노동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규범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현실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전력, 금융, 전신, 담배 등과 같은 국유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평균수입은
파견직보다 5배에서 15배나 더 많다고 한다.12) 그리고 다른 한 연구에서도 몇몇 업종에서 파
견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38% 수준이고, 허난성(河南省) 총공회의 조사를 인용해 업무와
실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최소 30%이고 대부분

4~5배이며,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연말성과금, 주택보조금 등 각종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
다고 밝혔다.13) 黃宗智(2017a)에서도 법원의 한 판례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의 어
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옌타이(煙臺) 지역의 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은 6,000위안이고 자신의 월급은 1,500위안에 불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중국 노동법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이지
만, ‘동일노동’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이는 인민법원이 처리해야 할 노동분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렸다. 黃宗智는 이에 대해 노동계약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
련한 조항은 현실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14)
張帆·衛學芝·蔡鋒(2016)는 파견노동 중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15)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정 기준의 불명확
입법 측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
12) 陳步雷·王健(2017),「 國有企業勞務派遣用功模式的法律規制-基於2014年至2016年的100個案件判決分
析析」『
， 中國人力資源開發』2017年07期.
13) 니우링·황경진(2013),「 중국 ‘파견노동 약간규정(勞務派遣若干規定)(의견수렴안)’: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국제노동브리프』11(12), 한국노동연구원.
14) 黃宗智(2017),「 中國的勞務派遣: 從訴訟檔案出發的研究(之一)」『
， 開放時代』2017年03期.
15) 張帆·衛學芝·蔡鋒(2016),「 勞務派遣同工同酬的司法檢視與完善路徑」『
， 河北法學』2016年08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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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지 않다. 먼저 ‘동일노동’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 많은 기업에서 ‘동일노동’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한 노동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동일임금’에서 ‘임금’에 대한 이
해도 기준이 모호하다. 임금을 광의의 의미로 이해하면 노동자가 받는 모든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하지만 협의의 의미로 이해하면 노동보수, 경제적 보상, 수당 등을 모두 구분하
게 된다.

입증책임 문제
법적 규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임 분배에 있어서도 법원과 법관에 따라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관은 노동자에게 좀 더 큰 입증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노동자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법률적 구제 제도의 부족
‘노동계약법 수정안’은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리에 대해
보충해서 추가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적 구제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문제 개선을 위한 제안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사법적 분야를
중심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그중 張帆·衛學芝·蔡鋒(2016)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문제
점에 대응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6)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일노동’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 구인 시 기업에서 제시한 업무에 대한 설

16) 張帆·衛學芝·蔡鋒(2016),「 勞務派遣同工同酬的司法檢視與完善路徑」『
， 河北法學』2016年08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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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노동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기준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노동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임금’ 개념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 임금을 노동자가 받는 모든 보수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통일해서 이해하
자고 제안한다. ‘잠행규정’에서도 임금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
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면책사유도 명
확히 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사유로는 작업 지역이 다른 경우, 연공급에 따른
호봉의 차이, 수습기간에 따른 임금 차이를 합리적인 면책사유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
고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고용주가 주요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동일
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은 원래 고용주의 의무이고, 또한 고용주가 입증하기도 상대적으로 용
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 외에 陳步雷·王健(2017)은 국유기업 파견노동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17) 먼저, 파견노동과 관련한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파견노동자와 파견업체, 그
리고 사용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
업체가 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견노동을 악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더욱 세분화해서 임금과 복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의 차별 대우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파견노동의 직접고용 전환 및 파견노동의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정 명확화를 주
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2014년부터 약 20억 위안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
견노동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파견노동 비율을 20%에서 2%로 줄였다. 그리고 파견
노동의 ‘가짜 외주화’도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4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기업의 파견
노동 비율이 17%까지 감소한 반면, 외주화는 23%로 비중이 증가했다. 파견노동이 외주화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파견노동이지만 ‘외주’라고 부르는 불법적인 상황도
자주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주화에 따른 국유기업의 책임과 외주 기업의 자격기준, 외
주화의 적용범위 등을 법률적으로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陳步雷·王健(2017),「 國有企業勞務派遣用功模式的法律規制-基於2014年至2016年的100個案件判決分
析析」『
， 中國人力資源開發』2017年0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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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馬紅光(2018)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한 법제 개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
화, 기업의 인력자원관리 모형 개선 등의 방안과 함께 공회의 역할 강화를 제시했고,18) 黃建
(2018)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명확화, 파견노동의 적용범위와 기한 명시, 노동보수 분배
방법 세분화, 입증책임의 합리적 분배,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시 법적 책임 강화, 법적 구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19)

■ 맺음말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의 역사는 도시노동자의 ‘탈정규직화’와 ‘비정규직화’ 과정이었다는
黃宗智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역사에서 이후의 시장화로의

전환이 단지 경제체제의 전환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인간과 노동에 대한 거대한 인식적
전환을 동반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논리하에서는 인건비 삭감을 통
한 기업이윤 확대라는 대명제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인간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파견노동의 급속한 확산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
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 중국 사회도 여러 방면으로 개
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법적 모색에만 국한되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가 중국의 상황을 참고하여 어떠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 馬紅光(2018),「 社會公平視閾下勞務派遣同工同酬問題探析」『
， 學術探索』2018年08期.
重慶廣播電視大學學報
19) 黃建(2018),「 我國勞務跑千種同工同酬的法律問題研究」『
，
』2018年0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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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력부족
직업군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많은 국가에서 취업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자국
내 직업별 인력수급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민법에서 인력부족 직업군 목
록(Shortage Occupation List, 이하 SOL)를 지정하고, 이 직업군에 대해서는 취업비자(Tier

2) 발급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
는 거의 매년 부분적으로 이 목록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9년 5월 28일
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목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Full review of the Shortage
Occupation List, 이하 ‘보고서’)1)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직업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SOL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 노동시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의 인력부족 직업군 목록의 내용과 관련 혜택을 간단히 소개한
다.

1) Full review of the shortage occupation list(May, 2019), https://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full-review-of-the-shortage-occupation-list-ma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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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인력부족 직업군 목록
영국 이민법은 취업비자에 지원 가능한 108개 직업군2) 중, 자국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 부
족분을 이민자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직업군을 SOL에 포함시키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재 34개 직업군(occupation), 143개 직업(job title)이 SOL에 올라 있으
며,3)4) 2018년 발급된 전체 취업비자 중 SOL의 적용을 받은 경우5)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수준이다. SOL에 올라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간호사와 의사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이 2018년 SOL 적용 취업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7% 및 25.3%에 달한다.
그 밖에 설계기사(8.1%), 의학용 방사선 촬영기사(6.7%), 중등교육 교사(6.2%), 그리고 프로
그래머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4.9%) 등도 SOL에 포함되는 주요 직업군이다.6)
이와 같이 SOL에 포함된 직업군을 고용하기 위한 취업비자 발급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
진다. 우선 비자신청 절차 중 일부가 생략된다. 현재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
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4주 동안 구직광고를 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시장에서는 해당 일자
리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테스트(resident labour market test:
RLMT)를 거쳐야 하는데, 인력부족 직업군에 대해서는 이 테스트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7)에 소득이 연 35,800파운드(한화 약 5,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비자신청 비용도 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수가
상한선8)에 이를 경우 인력부족 직업군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2) 영국의 규제자격체계(Regulated Qualification Framework)는 교육수준에 따라 level 0에서 level 8까지 총
9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대졸~박사에 해당하는 RQF 6~8이 요구되는 직업군만 취업비자 발급 대상이다.
3) 대부분의 경우, 각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 중 일부만이 SOL에 포함된다.
4) 이 수치는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SOL 기준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몇 가지 직업이 추가로 SOL에 포함
되나, 이 글에서는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SOL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5)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SOL 직업군에 속하더라도, 동 취업비자가 SOL 직업군에 대한
고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SOL 적용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비자신청 과정에서 이를 명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6) 괄호 안의 수는 2018년 SOL 적용 취업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7) 취업비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적법한 체류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8) 현재 취업비자 발급 개수는 연 20,700개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비자 발급 건수가 상한선에 이른 경우
는 두 차례(2015년 중 2개월, 2017년 12월~2018년 7월)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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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직업군별 인력부족 현황
보고서는 취업비자에 지원 가능한 108개 직업군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우선 각 분야의 인력
부족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 등을 개괄한다. 이후 직업군별로 총 고용인원 대비 구
인율 및 구인광고율, 임금변화율 등 9개 인력부족 지표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와 개별 고용주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의견 및 정보9)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직업들을 SOL에 포함
시킬지에 대해 조언을 제시한다.10) 하지만 직업군별 데이터 및 의견 분석의 내용이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9개 분야별 개괄과 각 직업군에 대한 SOL 수정 제안을 위주로 살펴본다.

의료보건 분야(health occupations)
2018년 9월 기준 영국 전체 취업자 중 비EU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8% 수준인 반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비중은 6.8%에 이를 만큼, 의료보건 분야는 취업
비자 및 SOL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2012년 이후 의사 및 간호사에게 발급된 취업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구인율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고용주들은
필요한 기술을 갖춘 지원자는 부족한 반면, 교대근무 등 선호받지 못하는 근무조건 등으로 인
해 고용경쟁은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2016/17년 의학 및 치과의학 전공으로 입
학한 학생 수는 2012/13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살펴보면, 최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정부는 5년 동안 205억 파운드(한화 약 30조 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간호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
한 새로운 간호 관련 학위가 개설되며, 간호사 수습직도 2018년 대비 50% 늘릴 예정이다.
9) 2019년 1월까지 총 9주간 온라인 등을 통해 573개의 응답을 받았다.
10) 각주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SOL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직업군 전체가 아닌, 개
별 직업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SOL을 보다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주장하며, 그런 맥락에서 수정 제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직업군 전체의 포
함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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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와 같은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의료보건 분야 직업군 및 직업들을
SOL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medical practitioners), 의학용 방
사선 촬영기사(medical radiographers),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 직업군의 경우 현재 일부
직업만 SOL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전체 직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SOL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임상 심리학자(psychologists), 수의사(veterinarians), 재활치
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언어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등 직업군에 대해
서도 해당되는 모든 직업을 SOL에 포함시키길 권고하고 있다. 한편 모든 직업이 SOL에 올라 있
는 간호사(nurses), 긴급의료원(paramedics)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제안했다.

공학기술 분야(engineering occupations)
토목기사 등 각종 공학 관련 기술자들도 관련 취업자 수가 영국 전체 취업자의 4.6% 수준
에 이르는 중요한 직업군들이다. 이 분야도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비영리
기관 EngineeringUK는 공학기술 전공 졸업생에 대한 초과수요를 연 2만 2천 명으로 예상했
다. 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서는 ① 공학기술을 전공하거나 이후 관련 일자리를 갖는 여성의
수가 적고,11) ②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계층 출신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
며, ③ 학생과 진로상담 교사들이 공학기술 관련 직업군들의 역할 및 보수 등에 대해 잘 모른
다는 것 등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Post-16 Skills Plan을 도입하여 공학기술 관련 분야에
서 여성의 수습직 수를 늘리고, 이 분야에 취약계층의 진입을 장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한 2017년 11월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학 기술자를 알리는 연중 캠페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분야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공학 관련 기술자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현재는 일부 직업만 SOL에 포함
되어 있는 토목기사(civil engineers), 기계기사(mechanical engineers), 전기기사(electrical
engineers), 전자기사(electronics engineers), 설계기사(design and development

11) EngineeringUK에 따르면 전체 공학 관련 기술자 중 여성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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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s), 공정기사(production and process engineers), 품질관리기사(quality control
and planning engineers) 등의 직업군에 대해 모든 직업을 SOL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했다.

과학 전문가(science professionals)
화학자, 생명과학자 및 생화학자, 물리학자 등을 포함하는 이 분야 역시 관련 전공자의 수
가 인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 입학자 수를 보면, 과학 전공이 비과학 전공에 비
해 지속적으로 적었으며, 과학 전공 중에서도 세부 전공에 따라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의학 및 생물학 관련 과학 전공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반면, 수리과학, 농업 관련 및 수의
학 관련 과학 전공은 학생 수가 적었다.
이 분야의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고용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평가에도 관여
하는 고용자 주도의 새로운 수습제도를 2017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을 위해

2018년 1월에는 60여 개 대학 및 기업으로 이루어진 산학협력단 Institute of Coding에 2천
만 파운드(한화 약 29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분야 내 직업군들과 관련한 SOL 수정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과학자 및 생화학자
(biological scientists and biochemists)에 해당하는 모든 직업과 인문·사회과학자(social and
humanities scientists) 중 고고학자(archaeologists)를 SOL에 추가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물리학자(physical scientists) 직업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구물리학자(geophysicists), 지구
과학자(geoscientists), 지질학자(geologists) 등 일부 직업만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및 IT 분야(digital and IT occupations)
영국 디지털 관련 분야의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1,305억 파운드(한화 약 188조 원)로
영국 총부가가치의 7.1%에 달하고, 2010년 대비 성장률도 32.9%로 전체 성장률(28.7%)보
다 높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2011년 대비 16% 증가하였다.12) 그

12) 이 기간 중 영국 총 고용자 수는 9.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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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기술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에 비해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갖춘 인력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Deloitte에 따르면, 영국 내 기업주 중 졸업생들이 충분한 디지털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또한 보고서는 관련 전공자의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실업률은 타전공에 비해 높다면서,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 전공자들이 배우는 기술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및 IT 관련 전공자
나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이 20%를 하회하는 점도 인력부족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UK Digital Strategy 2017의 일환으로 950만 파운드(한화 약

137억 원)를 투자하여 80여만 명에게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고, 2019년에는 Cyber
Security Skills Strategy를 통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술교육에 나섰다.
보고서는 SOL의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는 일부 직업만 SOL에 포함되어 있는 IT 산업분석
및 설계자(IT business analysts, architects and systems designers)와 프로그래머 및 소프
트웨어 개발자(programmers and software development professionals) 직업군의 모든 직
업을 sol에 포함하고, 웹 디자인 및 개발자(web design and development professionals) 직
업군 전체를 SOL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현재 SOL에는 IT 생산관리자(IT product
manager)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서는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 분야(education occupations)
영국 교육부는 교사 공급 모델(the teacher supply model, 이하 TSM)을 통해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교사13)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여 매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교사 수의 목표치를 정
한다. 이 추정에 따르면 학생 수 변화에 따라 2017/18~2027/28년 중 초등교육 교사에 대해
서는 추가수요가 크지 않은 반면, 중등교육 교사는 이 기간 중 1만 5천 명을 추가로 고용해
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TSM 목표치 달성 현황을 보면, 초등교육 교사의 경우 목
표치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반면, 중등교육 교사에 대한 목표치 달성률은 2014/15 이후

13) 보고서는 5~18세 학생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학교(state schools) 교사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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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물리 및 수학 교사에 대한 달성률이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중
등교육 교사 구인율이 2010년 0.4%에서 2017년 1.1%로 상승하고, 교사 수 대비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교사 고용이 어려운 요인으로 경직적인 임금제도
와 많은 업무량 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3월 영국 교육부는 교사 양성 훈련(initial
teacher training) 과정의 개편, 교사 구인 홍보비용 절감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
(Educational Excellence Everywhere)를 발간했다. 또한 2014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교
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보고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SOL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목록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학, 물리, 과학, 컴퓨터 공학 및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등교육 교사(secondary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s)만을 포함
하도록 제안했다.

예술 및 창작 분야(artistic and creative occupations)
영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회사 ITV의 회장 Sir Peter Bazelgette의 보고서14)에 따르면, 이 분
야의 부가가치는 2015년 기준 874억 파운드(한화 약 126조 원)로 영국 총부가가치의 5.3%
에 달하고, 2010년 대비 성장률도 34%로 모든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고용증가율
도 2011~16년 중 25.4%에 달하여 영국 총 고용증가율(7.6%)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2030
년까지 이 분야가 새로 만들어낼 일자리 수는 1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분야에서 고용과 관련한 이슈로는 ① 업계 특성상 기업 규모가 영세하여 수습직 교육 및
평가에 대한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② 흑인, 아시안 및 소수 인종이
나, 장애인, 여성의 비율이 낮으며, ③ 관련 전공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이 분야의 고등교육 및 훈련 과정에 대한 정책을 고용주가 주도
하고 지역적 전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에 있다.
14) Independent Review of the Creative Industries(September 2017), https://assets.publishing.
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 649980 /
Independent_Review_of_the_Creative_Industr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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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일부 직업만 SOL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가(artists)와
예술감독(arts officers, producers and directors),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s)
직업군의 경우 모든 직업을 SOL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한편 댄서 및 안무가(dancer and
choreographers)와 음악가(musicians) 직업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부만을 SOL에 포함
할 것을 제안했다.

기타
보고서는 위의 6개 분야 외에도 비즈니스, 금융 및 법 분야(business, finance and legal
occupations), 경영 및 관리 분야(managers and directors), 기타(other occuations) 등 3개
분야에 속하는 직업군과 관련하여 SOL 수정안을 제시했다.15)

<표1> 이민자문위원회의 SOL에 대한 수정 제안 요약
수정 제안 내용

해당 직업군

기존 SOL에 없었으나, 새로 포함할 것을 제안

임상 심리학자, 수의사, 재활치료사, 언어치료사, 생명과학자 및 생화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중 고고학자, 웹 디자인 및 개발자, 건축가

기존 SOL에는 일부 직업만 포함되었으나, 모
든 직업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

의사, 의학용 방사선 촬영기사, 사회복지사, 토목기사, 기계기사, 전기기사,
전자기사, 설계기사, 공정기사, 기타 엔지니어, 품질관리기사, IT 산업분석 및
설계자, 프로그래머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예술가, 예술감독, 그래픽 디자이너

기존 SOL에 일부 직업이 포함되었으나, 이를 모
두 제외할 것을 제안

IT 전문 관리자, 광산 및 에너지업계 생산 관리자

기존 SOL에 일부 혹은 모든 직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유지할 것을 제안

간호사, 긴급의료원, 물리학자, 기타 IT 및 통신 전문가, 중등교육 교사, 댄서 및
안무가, 음악가, 보험계리인, 경제학자 및 통계학자, 용접기술자, 요리사

자료 :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저자 요약.

우선 비즈니스, 금융 및 법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보험계리인, 경제학자 및 통계학자
(actuaries, economists and statisticians) 직업군 중 정보학자(informatician) 및 생물 정보학
자(bio-informatician)만을 SOL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경영 및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SOL에 포함되어 있는 광산 및 에너지업계 생산 관리자(Production managers and directors

15) 다만, 위의 6개 분야들과 달리 분야 전반의 인력수급 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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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ining and energy)를 포함한 모든 직업군에 대해 SOL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서는 건축가(architects) 직업군 전체를 새로이 SOL에 올리고, 요리사
(chefs) 직업군은 현재와 같이 연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는 직업만 SOL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고서는 영국의 많은 직업군에서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행보다 많은 직업들을 SOL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다. 특히 보고서의 서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제안들이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유입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반영하
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영국의 인력부족은 그 발생 범위 및 정도가 더 커질 가
능성이 높다. 현재 EU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 내에서 별다른 제약이나 절차 없이 취업할 수 있
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2018년 12월 발표된 영국 이민정책백서에 따
르면 이와 같은 권리가 브렉시트 이후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브렉시트 이후 취업을 목
적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EU 출신 이민자는 비EU 출신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
데,16)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일자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17)을 갖춘 노동력을 요구하고 보
수도 3만 파운드(한화 약 4,4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
듯 브렉시트 이후 취업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EU 출신 이민자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
고, 특히 취업비자 발급대상이 아닌 저숙련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18)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 백서는 브렉시트 이전부터 영국에서 적법하게 거주 중인 EU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취업, 사업, 공부,
그리고 영주권 신청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17) 백서에 따르면,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기술조건이 현재의 RQF 6~8에서 RQF 3~8로 완화될 전망이다.
18) 백서는 브렉시트 이후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급격한 인력공급 감소를 막기 위해 임시로 단기 취업비자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기간 연장 및 부양자 동반이 안
되는 등 권리가 크게 제한되며, 백서가 임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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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총회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Nathalie Verdeil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최고운영위원)1)
Sylvain Goldstein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자문위원)

제52차 CGT 총회 보고
- 총회 참석자: 938명의 조합원이 총회에 대표로 참석하였고, 이 중 여성은 416명(45%), 총
회에 처음 참석한 조합원은 751명이었다.
- 조합원: 2017년 현재 총 조합원 수는 653,000명, 2018년 CGT에 신규 가입한 조합원 수
는 34,981명으로 이 중 여성 가입자는 49%, 남성은 51%이며, 민간기업 종사자 비율은

57.89%, 공기업은 42.1%이다.
- 계획안 찬성표: 의제 1 68%, 의제 2 70.77%, 의제 3 70.49%, 의제 4 64.87%, 의제 5

78.86%, 계획안 전체에 대한 찬성 70.63%
- 새로운 집행위원회(CE)가 90%의 찬성표를 얻고 출범하였으며, 최고운영위원회(BC)는 위
원 수가 12명으로 확대되었다. 필립 마르티네즈는 사무총장으로 재선되었다.

1) CGT의 최고운영위원회(Bureau confédéral: BC)는 전국단위 기구로서 차기 총회 개최시점까지 CGT
의 활동을 관리·조직한다. CGT 위원장은 당연직 최고운영위원으로 선임되며, 최고운영위원회는 CGT
지도부의 공백 없는 역할 수행을 책임진다.
위원은 41~59세까지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최고운영위원은 위원장인 필립 마르티네즈
(Philippe Martinez) 외 파브리스 앙제이(Fabrice Angéi), 앙젤린 바르트(Angeline Barth), 파스칼 부비
에(Pascal Bouvier), 다비드 뒤게(David Dugué), 비르지니 장셀-임브레치(Virginie Gensel-Imbrecht),
다비드 지스토(David Gistau), 베로니크 마르텡(Véronique Martin), 카트린 페레(Catherine Perret), 보
리스 플라지(Boris Plazzi), 나탈리 베르데일(Nathalie Verdeil), 셀린 베르즐레티(Céline Verzeletti)이다.

》

_87

■ 프랑스의 상황
제52차 CGT 총회는 노동조합 운동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 오늘날에는 노
조단체 외부에서도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CGT 내부에서도 때때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지, 새로운 권리와 노동자 승리를 위해 어떠한 행
동 노선을 취해야 하는지, 우버(Uber), 딜리버루(Delivroo) 등 고용계약을 채결하지 않아 노
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들을 어떻
게 조직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세계에 보다 더 적합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CGT는 어
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CGT 앞에 산적해 있다.
CGT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여기고 있
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프랑스의 연간 탈세 및 조
세회피 액수는 2013년 대비 20%가 증가한 1,000억 유로에 달하고,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에는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세액감면(crédit d’
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이라는 부당한 혜택을 남발하고 있는데, 정
작 혜택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얻지 못하면서 400억 유로의 세수손실
이 발생했다. 또한 2016년에만 50억 유로의 국고수입을 가져왔던 소위 부유세인 ‘자산에 대
한 연대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를 폐지함으로써,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1945년 이래로 프랑스 국민들이 투쟁으로써 얻은 사회적 결실을 모두 포기하려 나
서고 있으며, 노동자와 저소득층, 실업자, 퇴직자를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
였다. 이는 노조와의 협의 없이, 국회와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국가 연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또
다른 공격은 보편적인 의료보험제인 기초의료보험제(Sécurité sociale)를 폐지하고 민영화하
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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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도 개편
정부의 실업보험제도 개편2)은 매우 가혹한 조치로 이미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가 모든
정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에 관리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중 가장 큰 타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을 향
하게 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CGT를 비롯한 노조들의 제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CGT는 실업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과,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대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실업수당 지급대상 기준을 연속근로 4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약 30만 명의 실업자가 모
든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실업수당 수급권 회복3)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에 따라 실업수
당 수급권을 잃는 노동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만 57세 이상을 제외하고, 월 세전소득 4,500유로 이상인 관리직의 실업수당을 실업 기
간 6개월 이후 30% 감액. 수백 명의 관리직이 이같이 개정된 정책의 적용을 받지만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음.4) 경제인연합회(Medef)가 곧장 사회보장분담
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을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직종 간 연대가 분
열될 수 있음.5)
2) 2019년 7월 30일 실업보험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기존에 사회적 임금으로 충당되었던 실업보험재정은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이라는 명목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제 노사합의 없이 단독으로 실업
급여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충전식 실업수당 수급권(les droits rechargeables)제도에 의해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만료된 노동자가
새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취업 이
후부터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또 실직할 시 실업수당을 재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실직 후 28개월 또는
3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새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연장된다.
4) 월 세전소득 4,500유로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고, 따라서 이러한 수당 개
정으로 실업보험재정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5) 각주 2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보험재정이 세금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단독으로 실업급여 증액과
감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노동자들간의 연대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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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명의 자영업자 및 자발적 퇴사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퇴직연금제도 개편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연금 수령액 삭
감이 바로 그것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62세로,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따라 62세에 퇴직한 국민은 62세부
터 64세까지 10% 감액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64세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시기를 미루는 경우 퇴직연금이 증액된다. CGT는 이 같은
감액/증액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열악한 노
동환경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강을 담보로 퇴직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포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의 상황
을 악화시킨다. 셋째, 정년을 앞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퇴직연령 이전까지 수년
간 무소득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다.
- 다음은 퇴직연금액 산정에 점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오늘날 일반퇴직연금의 경우 임
금이 가장 높은 25년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고,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10년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여 퇴직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총 노동기간
에 따라 산출하는 점수제로 개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경력 초기에 시간제 근무로 저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는, 당시의 저임금이 연금액 산출식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연금 수
령액이 감액된다. 또한 특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의 특수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다.
퇴직연금제 개혁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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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차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총회
이러한 상황에서 제52차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총회는 2019년 5월 13일부터 17일까
지 일주일 동안 디종(Dijon)에서 개최되었고, 참가자들이 전 세계 노조 조합원들과 노동 세계
를 향하여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모든 산하노조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마무리되
었다. 총회의 사전행사로 12일에는 전 세계의 노동조합 단체들이 함께 자리한 국제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토론회에는 CGT 전국연맹위원회(Comité confédéral national: CCN)6)
위원들과 함께 60개국에서 80개의 노조에서 노조대표 90명이 참석하여 불평등, 환경오염 및
부의 독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노동조건 개악과 동시
에 강행되고 있는 긴축정책도 참석자들의 관심 주제로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CGT
의 소중한 가치인 연대를 넘어서, 자본주의가 세계를 잠식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
유를 침해하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발하고,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
결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에 개최된 국제토론회뿐 아니라 15일에 개최된 국제
회의는 각국의 대표단들이 CGT의 역할과 공동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 ILO를 지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와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조합원
들과 노동운동의 국제적 합의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일주일 동안 열린 제52차 CGT
총회를 통해 CGT 지도부의 지난 사업활동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향후 3년을 위한 사업방향
을 결정할 수 있었다. 2,800개의 미래사업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되어 그중 절반이 채택되었
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위한 사업안이 마련되었다. 총회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노동의 현실과 미래
기술진보와 환경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고, 사회문제도 환경문제

6) 전국연맹위원회(Comité confédéral national: CCN) – CGT지도부를 구성하는 네 개의 기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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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해결이 시급하다. 아울러 CGT는 모든 여성과 남성의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
해 남녀평등을 위한 투쟁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고 여성주의 가치를 재천명하였다.

임금노동자의 새로운 지위
오래전부터 CGT는 임금노동자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완전한 사회보장, 즉 사회적 소득(salaire socialisé)을 기반으로 한 100% 사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우선 의제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CGT는 모두를 위한 직업사회보장제
(sécurité sociale professionnelle) 도입을 요구한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어떤 노동자도 권리
와 가치 인정의 단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실업과 실업급여의 개념에서 벗어나
일자리 유지 및 지속적인 경력개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06년부터 CGT는 해고 노동자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급여(salaire)’를 지급할 것과, 청년
들에게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저임금(SMIC)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복지사회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완전고용’ 사회로 회
귀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보건부 및 경제부 산하 통계기구(DREES)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740만 명에 이르는 사회적 최소보장(Minima sociaux) 수급자 역시 적정한 소득지원금을 지
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직업사회보장제 및 사회적 최소보장 수급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라는 두 가지 해결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보다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실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7가지 정책과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에 이전 일자리에서 보장받았던 임금 및 노동
조건,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최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직
장에서도 동일한 권리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 지원금 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실업자, 사회적 최소보장 ‘수급자’ 및 경력이 없
는 취업준비생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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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노동자의 지위에 상관 없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자의 재취업 지원7) 및 경력개발 지
원을 위하여 동종 기업들 또는 특정 고용구역(Bassin d’emploi)8)에서 사회·재정적 책임
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보장분담금 및 일자리 공공지원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직업사회보장기금’을 신설하여야 한다.
- 공공고용서비스를 개혁하여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직종 간(interprofessional), 직종 내(professional), 지역 내(territorial)에서 진정한 사회
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CGT는 최저임금(SMIC)의 수준을 세전 월 1,800유로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아래
사항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 모든 임금 및 임금 테이블의 초임도 함께 인상
-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마련
- 모든 임금노동자, 퇴직자, 실업자, 국가 지원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및 견습생을 위한 임금
의 최저 기준 마련
- 고졸자 및 무경력자의 생애 첫 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
- 기타 모든 소득요소를 배제하고 순수 임금만으로 현재의 생활조건에서 임금노동자가 살
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요건을 보장받기 위한 기준 마련
- 직종별 최저임금,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SMIC) 이상으로 조정
마찬가지로 유럽 및 전 세계의 국가는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이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구매력과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제성장의 결실을 노동자와 나누어야 한
다. 이 같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수준을 산정하고 인상하는 데에 각국의 경제

7) 노동자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재취업까지 4~12개월
간, 사용자가 해고 이전 수준의 급여를 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8) 일자리 존(zone d’emploi)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노동자의 직장과 거주지를 같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나의 단위행정 지역으로 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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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급투쟁 논쟁의 핵심인 사회적 임금(le salaire socialisé)
전체 임금에서 임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직접임금 또는 세후임금(salaire net) 이라
고 한다. 나머지 임금은 사회보장분담금(cotisations)으로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구(Urssaf) 또
는 실업보험기구(pôle emploi)에 납부한다. 이렇게 지급된 임금은 ‘공동기금’으로 병가, 출
산·육아휴가, 가족 비용, 노동력 상실, 퇴직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
된다. 간접임금인 이 임금은, 사회적 임금(salaire socialisé) 또는 사회화 임금, 분배임금, 공공
임금(appelé aussi salaire social, mutualisé, collectif …)이라고도 불리며, 전체 임금의 40%
에 해당한다.

사회적 임금(salaire socialisé) 이 유예 임금(salaire différé) 보다 더 적절한 용어로, 이 비용
은 임금에 징수하는 세금 또는 비용의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보험이자 투자로서 노동자의
임금이다.
이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부
과식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가 오늘날 퇴직 인구의 노
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연금제도의 운영방식은 이와 다르며, 노동자 개개인이 자신
의 노후를 위해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
퇴직자, 실업자, 병가자가 지급받는 수당은 과거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된’ 사회보장분담금
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다(과거 근로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
자들에게 이같이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보장분담금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임금은 보험처럼 각자가 부담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납부
할 분담금이 노동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장서비스의 혜택은 국민 개개
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급여명세서상에서 사회적 임금은 ‘사용자 측 사회보장분담금’과 ‘노동자 측 사회보장 분담
금’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비용 부담자를 사용자와 노동자로 구분한 것
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 분담금 역시,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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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 실수령액을 사용자 측 임금(salaire patronal)이라
고 칭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의 성격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고 있는 노동자 측 사회보장분담금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 사용자는 임금 실수령액과
각종 사회보장분담금이 포함된 임금비용을 책임짐으로써 이 논리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사회보장분담금을 통해 임금노동자는 퇴직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고, 실업보험금, 병
가보험금과 같은 각종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족 ‘비용’의 일환인 가족수당을 부담할
수 있다.

권력관계의 형성
직종별, 기업 내 쟁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종 간 단결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52차 CGT 총회는 직종별 쟁의와 범직종 간 쟁의 사이
에서 합의점을 재도출하고, 노조활동의 자유 침해 및 프랑스 경찰권력의 폭력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 및 인권보호, 민주
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함께 우선 논의 의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노조 조직화 및 확대
CGT는 지위와 계급,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CGT는 청년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청년들이 우리 노조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가을, 노란조끼 운동이 일터 밖에서 시작되었다. 퇴직자와 실업자,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처음으로 운동을 이끌었다.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우선 CGT가 대표하지 않는 퇴직자와 실업자, 소외계층을 포
함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얼마 안 가 충돌이 발생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해지기도 했다.
운동 초기 노란조끼 시위대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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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경제인연합회(Medef)에서 의도적으로 세금과 (Medef가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세금이라
고 여기는,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적 임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해 혼란
을 야기하면서 노란조끼 시위대에 유류세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였고, 이것이 ‘노란조끼 운동’
으로 확대되었다. CGT는 이 같은 Medef의 주장을 근거 삼아 운동에 동참할 수는 없었다. 프
랑스의 모든 노조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사회적 임금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
본 이념과 동떨어진 Medef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었다.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
고자 하는 극우 운동가들이 일부 시위대에 접근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
나 이에 대해 마르티네즈 사무총장은 “CGT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극소수가 하는 주장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노란조끼 운동은 CGT의 참여 없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CGT는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CGT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유럽 및 국제 현안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결집과 단결을 통해 범국가적인 공동 합의안을 타
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CGT는 조합원들이 모든 국
제 현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하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회 3일 차에는 ‘노동의 진화 및 노조활동, 유럽과 국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CGT 대표들은 활동방침이 CGT와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
지 않은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 WFTU)의 사업 활동을 참고
한 안을 사업계획에 다시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유럽노동조합연합(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국제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또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노동조합을 결
집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CGT 대표 위원들은 본 총회에 초청받아 전 세계에서 참가한 노조대표들을 기립으로 맞이
한 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점령 지역, 터키, 방글라데시, 말리를 비롯한 국가들의 노조 및
활동가들과 여러 국제 노조가 함께 이끈 구체적인 연대 활동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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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는 CGT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서,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낳은 사
회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및 세계 노조들의 끈끈한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 국가 안에서의 투쟁은 전 세계화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한 새로운 힘의 질서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요구와 전
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인간존엄을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거부하는 정부에 맞서 이민자들과 연대, 사회적·환경적 덤핑에 대한 투쟁, 새로운 권리를 쟁
취하기 위한 투쟁과 같이 “ETUC와 ITUC는 효과적으로 힘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GT의 목표는 산업, 지역, 기업의 틀 안에서 요구사항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ETUC 또는 ITUC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조와의 지
속적인 교류와 단결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에, 두 노조연맹은 “우리의 투쟁에서 합의점을 찾
는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하여 6월 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와 같이 “모든 국제 노동연맹이 노조 단결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하
나로 통합된 틀을 마련하여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하고 권리 요구 투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적 연대활동
CGT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스라엘 식민 점
령에 맞선 투쟁이 바로 그 예로, 팔레스타인 노조총연맹(Palestinian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PGFTU)의 사무총장 샤에르 사에드(Shaer Sa'ed)는 본 총회에 초청받은 자
리에서 국제법과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
대의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CGT는 프랑스-팔레스타인 연대조합(Association France Palestine Solidarité:
AFPS) 및 기근 퇴치 및 발전을 위한 천주교위원회(Comité Catholique Contre la Faim et
pour le Développement: CCFD)와 협력하여 ‘프랑스 은행들과 이스라엘 식민화 사이의
위험한 관계를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CGT 금융보험노조(CGT banque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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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s)의 코린 페레이라(Corinne Ferreira)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금융체제가 팔레스타인 식민화의 핵심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
하고, 다수의 연대 기구에서 진행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은행과 프랑스 은행(BNP
Paribas, Société Générale, Crédit Agricole, BPCE AXA) 사이의 금융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
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제 연대의 예로 1990년대 말부터 르노(Renault)의 일부 생산라인이 이전된 르
노 터키 지부 노동자들과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었다. 총회에 참가한 터키 금속노련 디스크 메
탈(Disk Metal)의 에윕 외제르(Eyüp Özer)는 사용자가 ‘황색 노조’9)를 강제하고 저항 활동
가를 억압·해고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약 6천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설명했다. 관련해서 CGT 르노의 파비앙 가쉬
(Fabien Gâche)는 CGT가 르노 터키 지부 노동자들을 만나 지부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이 관철되도록 연대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쟁의 끝은 멀기에, 에윕 외제르는 “노동자가
기본권을 행사할 자유를 획득하는 데 국제적인 연대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와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연대를 보여준 방글라데시의 섬유 노동자들의 쟁의
도 언급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섬유산업은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파괴하고 있다. 2013년 4월 24일,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로 인하여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500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서 온 방글라데
시 섬유노조연맹(National Garment Workers Federation: NGWF) 위원장 아미룰 하크 아민
(Pour Amirul Haque Amin)은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용자의 방만’
이 초래한 노동자 살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형 의류유통 브랜드뿐만 아니라 ‘공장 소유
자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적인 단결, 특히 CGT의 노력 덕분에 피해자와 그 가족
들은 책임자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신장을 의무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아미룰 하크 아민 위원장은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권리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본 총회에서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과 다국적기업 및 직종별 연대 활

9) 사용자에 예속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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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소개하고, 그 예로 말리 CGT 철도노조를 위한 행동 및 재정지원을 언급하였다. 말리의
철도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와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를 연결하는 노
선이 퇴락하여, 철도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10개월 넘게 투쟁을 벌였고, 바로 얼마
전에 투쟁에서 승리했다.

■ 국제적인 연맹에 관한 논의 및 개정안
총회에 초정받은 ITUC10) 부사무총장 오웬 튜더(Owen Tudor)와 ETUC 총장 루카 비젠티니
(Luca Visentini)는 전 세계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공격과 사회적·환경적 덤핑에 맞서 초국가적
인 노조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대를 통해 경쟁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GT의 국제협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5년 CGT는
행동방침과 전략 차원에서 WFTU를 탈퇴하고 1999년에는 ETUC에, 2003년에는 ITUC에 가
입하였다. 일각에서는 ETUC와 ITUC는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고, ‘자본에 맞서지 않는다’라
고 비판하는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ETUC 총회에서 내세워야 할 CGT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의 사무총장 로랑 베르
제(Laurent Berger)가 ETUC의 차기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CGT 지도부 위원 보리스 플라지(Boris Plazzi)는 로랑 베르제가 순차적으로 맡게 되는
ETUC 위원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총장직과는 달리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지만
영광스럽고 상징적인 직책이라고 설명하며, “CGT는 당연히 ETUC 위원회에서 CGT의 방향
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제안대로 CGT가 “ETUC와 ITUC, 또는 WFTU 가입
여부를 떠나 가능한 모든 노조와 교류·단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플라지 위원은 CGT가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고 다른 노동쟁의에서 합의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10) 국제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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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 협약 비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베트남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 머리말
2019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의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을 국내 비준하였다. 이로
써 베트남은 1998년 ILO 핵심협약 8개 중 6개를 비준 완료하였는데, 특히 위 협약은 베트남
의 현행 노동법상 결사(단결)의 자유 및 단체교섭 규정과 큰 온도 차가 있어 비준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됐지만 노사정 각 당사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비준에 성공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집단
적 노동관계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위 협약의 비준 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노동관계에 주는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베트남, ILO 협약
ILO 협약의 베트남 비준 현황
<표 1>과 같이 베트남은 2019년 ILO 제98호 협약를 비준하였는데,1) 이는 단결권 행사 중
1) 참고로 한국은 ILO의 8개 핵심협약 가운데 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등 4개 협약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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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8년 ILO 핵심협약과 베트남 노동법 관련규정
1998년 ILO 핵심협약 8개
1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2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948, No. 87)

3

비준 연도
2007년

베트남 노동법 관련 규정
노동법(제8조 제3항)
강제노동 금지

–

※ 노동조합법(제1조, 제5조, 제6조) 노동조합 결사
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2019년

노동법(제66조~제72조)
근로자집단 대표조직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규정

4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1997년

노동법(제8조 제1항) 남녀근로자(성별)차별 금지

5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

6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Discrimination ‘Employment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1997년

노동법(제8조 제1항)
고용 차별금지

7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2003년

노동법(제161조~제165조) 미성년근로자의 특별규
정 및 취업 최저연령규정

8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2000년

노동법
(제4조 제7항) 미성년근로자 보호
(제8조 제7항) 미성년자 불법고용 금지
(제161조~제165조) 미성년근로자의 특별규정 등

※ 노동법(제8조 제3항)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규정

자료 : Phạm Trọng Nghĩa, “Các cam kết về lao động trong Hiệp định đối tác chiến lược xuyên Thái Bình
Dương - TPP”,「 Nghiên cứu lập pháp」, Viện nghiên cứu lập pháp, Số2+3/2016. p.48의 <표> ‘1998년 기
본 ILO 협약 8개의 비준 연도’에 ‘베트남 노동법 관련 규정’ 부분을 필자가 정리하여 보충 수정함.

인 노동자의 보호,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 상호 간섭 금지 및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은 위 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와 최고인민법원, 노동조합총연맹을 노동법
조항을 검토하고 개정, 보충, 수정 및 제안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 대표인 총리에게 이 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조직 단계의 담

유 제87호와 단결권 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강제노동 철폐 제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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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을 승인하고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총리는 위 협약을 베트남 국내법 체계에 정립할 책
임을 지게 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ILO 제98호 협약에 명시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단체교섭 방식의 개발 및 이용을 격려·촉진하는 내용을 새로이 개정할 노동법에 반
영할 예정이다.2)

ILO 제98호와 베트남
ILO 제98호 협약의 핵심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단결)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이다. 베
트남은 그간 공산당·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자의 결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단체교섭
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없었다. 1986년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인 도이머이
(Đổi Mới)를 도입하였지만, 지금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노동조
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진지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까지 맺는 경우는 많지 않
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베트남 헌법(제1조)과 노동조합법(제1조 및 제6조)은 상급 노동단체
에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만을, 그리고 단위 사업장에는 오직 단수 노동조합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사(단결)의 자유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노동자단체) 가입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현행 베트남 노동조합
법 제5조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노동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또는 해고의 다
툼을 벌이고 있는 해직 노동자 등은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의 프로세스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 노사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수
정 없이 재사용한다던가, 다른 회사의 단체협약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률을 위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그대로 베껴와 사용하기도 하였다.3)
협약 비준의 후속조치로 베트남은 연내에 노동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데, 복수의 상급 노
총 및 단위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를 허용하여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2)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19년 6월 14일자 소식, http://www.molisa.gov.vn/Pages/tintuc/chitiet.
aspx?tintucID=29644
3) Vũ Thị Thu Hiền(201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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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제거함과 동시에 단체교섭 채널을 다변화하고 강화할 예정이다.4)
또한 이들이 맺는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 적용(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5) 비롯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촉진을 보장할 예정이다.

협약의 도입
베트남의 위 협약 비준 과정과 노사정 각 당사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베
트남 정부는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년 3월 8일 체결) 및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2019년 6월 30일 체결)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협정은 ILO 1998년 핵
심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은 이들 협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6) 베트남 정부로서는 위 협약의 비준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
려하여야 했는데, 베트남이 ILO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노동시장을 국
제화해 수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아직 개발
도상국이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대한 경험이 미숙해 자칫 노동관계에 혼
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은 일찍
이 국제협약에 관한 비준 로드맵을 준비해왔는데, 2015년 베트남 정부가 ‘2016~2020년 베
트남의 노동·사회 분야에서의 UN 및 ILO 협약 수용에 관한 결정문(2528/QD-TTg 시행규
칙)’을 공표한 것이 그중 하나이다.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본 결정문 제2장 3항의 b)호
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체교섭), 제105호(강제노동)의 협약을 2016~2020
년 내에 베트남이 수용(비준)하도록 하고 고용에 관한 협약(제88호 직업안정기관 및 제181
호 민간 직업소개업체)과 임금에 관한 협약(제131조 개발도상국 최저임금, 제95호 임금 보
호) 그리고 노동단체에 관한 협약(제159호 장애인 고용)도 같은 기간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인 노동보훈사회부에 준비하게끔 하였다. 또한 공산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앙집
4)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2019년 4월 28일자, 베트남 법률소식, https://luatvietnam.vn/lao-dong/duthao-bo-luat-lao-dong-sua-doi-nam-2019-172373-d10.html
5) 자세한 내용은 박재명(2018), p.74 참조.
6) EVFTA 협정문 제13장 제3조와 CPTPP 협정문 제19장은 협정의 조건으로 ILO 1998년 핵심협약을 준
수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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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원회가 ‘자유무역 촉진과 국제통합의 효과적 이행’ 결의안을 채택, 제3절 제2조 제10항
을 통해 자유무역에 참가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개혁과 혁신을 비롯한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
한 개선의 내용을 담아 정부 비준 준비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 일원의 지위를 구축하고 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의 현대
화를 이루고자 위 협약의 비준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베트남 기업(사용자)들은 오히려 ILO 제 98 호 협약의 비준을 지지하는 분위
기였다. 사용자단체의 대표인 베트남 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7)의 회장이자 (현)국회의원인 부띠엔록(Vũ Tiến Lộc)은 2019년 6월 7일 국회에서
위 협약 비준을 위한 국회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의 ILO 제98호 협약 비준
은 공산당의 국제화 노선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표명하며 위
협약의 비준을 지지하였다.8)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지속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체결된 CPTPP 및 EV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
을 향유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지가 있었다. 또한 베트남 노동조합은 국가의 정치조직으로
국가 및 사회,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가지고 있고9) 법령(노동조
합법 제6조 제2항)상으로도 공산당과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
업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노사관계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온화
한 분위기를 이어왔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위 협정의 비준으로 인한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난
항의 우려와 쟁의행위 등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없었다.10) 이에 더해 기업들은 위 협약의 비
준으로 단체교섭 등이 촉진되어 노사 대화 비용의 감소, 비효율의 제거, 소통강화를 통해 조
화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 비준에 협조하는 자세를 공유하게 되
었다.

7) 국가 임금위원회의 사용자 대표이다.
8)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Nhandan’, 2019년 6월 7일자, https://www.nhandan.com.vn/xahoi/
item/40459302-gia-nhap-cong-uoc-98-cua-ilo-dap-ung-yeu-cau-hoi-nhap.html
9) 베트남 헌법 제1조.
10) 2014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대외적인 정치적 이슈(중국과의 영토분쟁)로 노
동자들이 국지적인 파업을 통해 이슈를 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베트남의 노사관계는 전국적으
로 큰 격동이나 이슈를 겪은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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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인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의장
이자 (현)국회의원인 부이 반 끄엉(Bùi Văn Cường) 역시 2019년 6월 7일 ILO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국회 연설을 통해 “위 협약의 비준은 국가와 당에 의해 베트남 노동조합을 새롭
게 하는 도전이자 기회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국제적 수준의 노동관계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준을 설득하였다. 또한 노총에서도 이번 비준이 베트남 노동조합사 90년 이래
노사관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밝히며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다 많은 이익의 공유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노총은 위 협약의 비준과 정부와 사측에 대한 설득을 위해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데 ① 노동조합의 대표성 및 역할 강화,
② 노동조합 가입 장려를 위한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 담보, ③ 노동조합 지도부의 능력 및 자
질 향상, ④ 공개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 운영, ⑤ 노동조합의 대화 기능 강화 및 홍보11)를 통
해 사용자 측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예상하지 못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있는 ILO 사무소 역시 협약이 비준되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해주었는
데 위 협약의 비준으로 인한 여러 법적 기술적 문제들을 조율하면서 각 당사자를 대화의 장
으로 이끌었으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워크숍 개최와 베트남 정부 및 노총과
사측과의 대화 채널도 긴밀히 유지하였다. 특히 ILO 베트남 사무소는 효과적인 단체교섭이
파업을 줄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노사관계의
협력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 측에 비준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가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을 얻
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
조하였다.12)

11)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Nhandan’, 2019년 6월 7일자, https://www.nhandan.com.vn/xahoi/
item/40459302-gia-nhap-cong-uoc-98-cua-ilo-dap-ung-yeu-cau-hoi-nhap.html
12) ILO 홈페이지 뉴스, 2018년 11월 8일자, https://www.ilo.org/hanoi/Informationresources/
Publicinformation/newsitems/WCMS_649432/lang--vi/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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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베트남 집단적 노동관계사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일컫는 이번 ILO 제98호 협약의 비준은
정부와 노측, 사측 그리고 ILO 베트남 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
는 위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대내외적·정치적 명제가 있었고, 사측은 경제적 명분이 있어 비
준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보다는 노사정 및 ILO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준을 위한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이 점은
현재 노사정 당사자의 대화와 만남조차 쉽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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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명(2018), 「 베트남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단체협약 규정의 변화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2018년 3월호.

· Vũ Thị Thu Hiền(2015), “Quan điểm của các nước và Việt Nam về tranh chấp lao động tập thể về lợi ích”,
「 Nghề Luật(Số 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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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미국 : 노동부 장관에 유진 스칼리아(Eugene Scalia) 임명, 이에 대한 반발 거세
트럼프 정부는 민간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법,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

연방 규제법 등에 정통한 유진 스칼리아(Eugene

정책 이사회의 마커스 스탠리(Marcus Stanley)는

Scalia)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친기업

유진 스칼리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법률회사인 O’Melveny의 파트너 변호사인 그레고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Dodd-

리 제이콥(Gregory Jacob)은 그가 노동법에 매우

Frank financial reform law)을 무산시키려는 기업

능통한 변호사로 각종 기업규제들에 대해 합리적

들의 중심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구체적으로 유진

인 개혁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소매산업협회

스칼리아는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교체하

장 브라이언 다지(Brian Dodge)는 그를 노동, 고용

려 했거나, 규제 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등 분야에 합리적이고 뛰어난 전문지식을 가지고

했다고 알려진다.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진 스칼리아는 2002년 부

또한 그는 소위 신의성실의무(fiduciary stan-

시 행정부 노동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

dard) 규칙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도 했다. 신의성실

으며, 12년간 친기업 법률회사인 깁슨 던(Gibson

의무는 미국에서 퇴직연금(401k)를 관리하는 펀드

Dunn)에서 일하면서 보잉 등의 기업 측 변호사로

매니저가 자신에게 고수익을 주는 사업자가 아닌

활동한 바 있다.1)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친노동자 진영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유진 스칼
리아를 임명한다는 것은 트럼프 정권 노동정책이

이 규칙의 약화로 중산층 투자가들은 연금을 관리
할 때 스스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2)

보다 친기업적으로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큰

1) The Washington Examiner(2019.7.20), “Eugene Scalia, Trump's labor nominee, frustrated Obama's
agenda with mastery of legal minutiae”,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policy/economy/
eugene-scalia-trumps-labor-nominee-frustrated-obamas-agenda-with-mastery-of-legalminutiae
2) The CBC news(2019.7.19), “Eugene Scalia, Trump's pick to head the Labor Department, scares worker
advocates to death”, https://www.cbsnews.com/news/eugene-scalia-trumps-labor-secretaryscares-worker-advocates-to-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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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아마존 물류직 사원들, 자체 연례 세일 행사일에 파업 결의
미국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Amazon)

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일축하였다. 자신들은 현

은 매년 시행하는 자체 연례 세일 행사일(Prime

재도 시간당 최대 20달러(한화로 2만 2천 원) 수준

Day)을 7월 15~16일 이틀로 지정하여 예년보다 하

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들을 철

루 더 연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백만 건의 세일을 계

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침

획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에 미네소타

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

주에 위치한 한 창고의 물류직 사원들은 7월 15일

다. 또한 해당 창고의 물류직 사원들의 90%가 이미

중 6시간 동안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여 주목을 받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들이며 100명 이상의 임시직

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사에서 지속적으

직원들이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들로 전환되었다고

로 약속한 바 있었던 임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밝혔다. 또한 해당 창고의 생산성 수준은 위와 같은

과 더불어 무리한 수준의 배송처리 업무량의 감소

노력에도 최근 7달간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위와 같은 경향이

으며, 이는 일부 직원들이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성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침

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

해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호하

라 아마존 사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논의와 관심이

기 위해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

이에 대하여 아마존 사는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

1) Fortune(2019.7.8), Amazon Warehouse Workers Plan Strike During Prime Day 2019. Retrieved on July
10th, 2019. https://fortune.com/2019/07/08/amazon-prime-day-2019-strike/

미국 : 트럼프 정부, 내년에는 난민 입국 거부에 무게
트럼프 정부는 2020년 난민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거나, 미국 입국에 제한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을 고려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해당 정보는

체적으로 해당 미팅에서 백악관 보좌관인 Stephen

미국 이민국, 국방부 등 부처 간 미팅에서 나온 정

Miller와 이민국 공무원 John Zadrozny는 진행 중

보로 알려진다. 현재 해당 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

인 안보문제, 망명자들에게 인도주의적 도움을 줄

양한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오는

수 있는 미국의 현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

이민자 중 망명을 요구하는 이들을 엄격히 규제하

을 때 난민 수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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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물론 존재한다. 인권단

년 단지 3만 명의 난민만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만

체의 Jennifer Quigley는 미국은 난민들에 의해 세

약 난민을 제한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대통령이 승

워진 나라로 이들 난민을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게

인한다면, 실제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는 더욱 줄

미국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어들 것으로 보인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2018년 기준 7천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본 미팅에 대한 코멘트

만 명 정도로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트럼프 정

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대변인은 대통령이

권 들어와 미국의 난민 입국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2019년 10월 1일에 2020년 난민 입국에 대한 정

있다. 2017년 11만 명의 난민이 입국했으나, 2019

보를 밝힐 것이라 밝혔다.

1) CNN(2019.7.19), “Trump administration weighs allowing no refugees into US next year”, https://
www.cnn.com/2019/07/19/politics/trump-admin-zero-refugees/index.html

덴마크 : 양성평등부 장관, 양성평등한 이사진 비율 달성을 위한 규칙 신설
양성평등부 장관 이바 한센(Eva Hansen)은 덴
마크에서 기업 내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낮고 여성

는 Codex 규칙이 여성 이사진 및 고위직 확대 변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사진 확대를 위한 변화가 더딘 점을 문제라고 지

8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적했다. 양성평등부에 따르면, 덴마크 기업 임원 중

① 이사진, 고위직 내 다양성 및 양성평등과 관련

여성의 비율은 15%이며, 이사진 중 여성의 비율은

하여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분명하게 할 것

19%였다. 한편 덴마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이사진

② 이사진 및 고위직 채용 논의 시, 능력과 잠재

내 여성을 한 명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
따라서 한센 장관은 최근 코펜하겐경영대학원
(Copenhagen Business School)과 덴마크 내 7개
의 HR기업들과의 제휴를 맺고 Codex라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2) Codex는 HR 기업들을 비롯 채
용정보 제공 및 알선기관들이 여성 이사진, 고위직
채용 시 따라야 하는 8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그녀

력을 우선시할 것
③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중 최소 33%를 여성으
로둘것
④ 직원들의 양성평등 및 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및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⑤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잠재적인 여성 리더들을
물색할 것
⑥ 양성평등 및 다양성 관련 지식을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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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최선의 방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할 것
⑦ 회사에서 세운 양성평등 관련한 원칙을 지키
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줄 것

Codex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규칙 달성에 대한
결과를 코펜하겐경영대학원에 제출하고 코펜하겐
경영대학원은 결과를 모아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⑧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

1) The Local(2019.4.25), “How Denmark plans to get more women in leading jobs,” https://www.
thelocal.dk/20190425/how-denmark-plans-to-get-more-women-in-leading-jobs
2) Frivilligt kodeks for diversitet i rekruttering, https://www.cbs.dk/files/cbs.dk/frivilligt_kodeks_for_
diversitet_i_rekruttering_til_ledelse_og_betyrelser_2.pdf

스웨덴 :직장 내 성폭력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상대적 소수 성별인
경우 성폭력 경험 비율이 더 높아
일자리 건강지수(Job Health Index)를 만든 창립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은 연령에 있어서도 차이를

자 라쉬 훼말손(Lars Hjalmarsson)은 최근 일자리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여성 중 26%, 젊

건강지수 연례 설문조사를 통해 약 50만 명의 스웨

은 남성 중 21%는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덴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

응답하였는데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 빈

를

발표했다.1)

도는 줄어들었다.

일자리 건강지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자주 노출되

웨덴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은 남녀 비슷한 수준으로

는 산업은 보건의료산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보

나타났다. 남녀 모두 직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

건의료 종사자 중 4분의 1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성별이 직장 내 다수를 차

응답했다. 이들은 환자 및 고객, 직장동료, 상사 등

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여성이

다양한 행위자들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

배치된 일터에 남성 노동자가 성폭력을 경험하는

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남성이 많거나 남녀 비율이 동등한 일터에
서 일할 때에 비해 높았다.

한편 관리자들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더욱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

여성 중심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남성 중 15%는

났다. 차이가 두드러진 분야는 공공부문으로 해당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남성 중심

분야 내 관리자 중 14%는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중 17%가 직장 내 성

응답했으나 일반 노동자는 9%만이 경험한 것으로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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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gens Nyheter(2019.7.8), “Män nästan lika utsatta för sextrakasserier på jobbet som kvinnor,”
https://www.dn.se/ekonomi/jobb-karriar/man-nastan-lika-utsatta-for-sextrakasserier-pa-jobbetsom-kvinnor/

베트남 : 2020년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대비 5.5% 인상 전망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

로 5.5%로 합의하였다. 현행 베트남 최저임금은 경

는 지난 2019년 7월 11일 하노이에서 2020년 최저

제적·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1~4등급으

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로 분류하고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을 1등급으

에 참가한 노사정 대표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전

로 가장 낮은 지역을 4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년대비 5.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국가

합의대로 최저임금이 확정될 경우 2020년도 베트

임금위원회가 이 결정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 수반

남 1등급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4,420,000VND(약

인 총리가 이를 재가하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190달러/전년대비 240,000VND 인상), 2등급 지역

은 위와 같이 확정된다. 국가임금위원회는 정부 대표

은 3,920,000VND(약 168달러/전년대비 210,000

(노동보훈사회부) 및 사용자 대표(기업연합회-VCCI),

VND 인상), 3 등급 지역은 3 , 430 , 000 VND(약

노동자 대표(노동조합총연맹)로 구성되어 있다. 지

147 달러/전년대비 180 , 000 VND 인상), 4 등급

난 6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사용자 대표는 2020년

지역은 3 , 070 , 000 V N D(약 132 달러/전년대비

도 최저임금 4% 인상안을, 노동자 대표는 6.7% 인

150,000VND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

상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9.7.11), http://baodansinh.vn/thong-nhat-tang-luongtoi-thieu-vung-nam-2020-len-55-d101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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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2019년 상반기 채용시장 분석
베트남 호치민시 노동시장정보센터 ‘ Falmi ’는

행정·사무 분야 4. 81% 순으로 조사되었다. Falmi

2019년 상반기 채용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는 2019년 말까지 베트남 내 도시 근로자 수를 약

하반기 채용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전국 24,952개

4,528,434~4,68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베

의 기업과 88 , 299개의 구인처, 69, 271명의 구직

트남 제1의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의 경우에는 수출

자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

호조와 건실한 생산성 유지로 경영환경이 안정되어

기 채용인력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영업·판매(온라

2019년 하반기에는 약 15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인 판매, 판매 관리, 수출입업 영업) 분야로 전체 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마케팅을

용 비율 중 22.65%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IT(네트워

비롯한 엔지니어링, 건축, 건설, 정보, 기술, 섬유, 부

크 보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D게임 디자인 프로

동산, 금융,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의 수요가 많을

그래밍, 시각 효과 디자인) 분야가 8.17%로 나타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노동시장 신규 진입

다. 금융(고객서비스, 신용지원, 회계, 은행, 전자뱅

자들 중 직업교육과정 이상을 거친 비율은 83.21%

킹 사업) 분야는 8.17%로 IT 업계와 채용 비율이 같

로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이상은 21.52%, 전문대학

았고 부동산(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 분야 6.37%,

이상은 17.58%, 중급직업전문과정 이상은 29.09%,

기계 및 자동화(기계 및 자동화의 설계와 설치, 운

초급직업전문과정 이상은 15.02%이며, 우수한 노동

영) 분야 5.28%, 경영정보서비스(고객관리, 경영컨

력의 적절한 공급은 2019년 하반기 채용시장을 더

설턴트, 직원교육) 분야 5.95%, 서비스 분야 4.97%,

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Falmi는 전망했다.1)

1) 베트남 호치민시노동조합연맹 기관지 ‘노동자’(2019.7.9), https://nld.com.vn/cong-doan/nhom-nganhnao-co-nhu-cau-tuyen-dung-cao-nhat-20190709093255912.htm

호주 : 임금착취 고용주, 형사처벌 방안 도입 예고
호주 노사관계장관 크리스찬 포터(Christian

고받을 수 있으며, 처벌 기준이나 수준 등에 관해서

Porter)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

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는 고용주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처벌 강화 논의는 호주

밝혔다.1)

임금착취 행위가 반복되는 등

유명 쉐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오랜 기간 정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을 선

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wage theft)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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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속화되었다.2)

텍트(Protect)’ 일부를 부당 취득했다고 밝히고 해

고용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를 보

당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고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호하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재검토할 계획으로 보

임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부정행위

인다. 같은 날 호주 정부는 전기노동조합(Electrical

를 저지르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과

Trades Union)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

노동조합 관련 이해관계를 더 철저히 조사하는 정

는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 ‘프로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3)

1) Sydney Morning Post(2019.7.24), “Employers could face jail over wage theft under new laws,”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employers-could-face-jail-over-wage-theft-under-newlaws-20190724-p52ad5.html
2) Sydney Morning Post(2019.7.24), “'I think that's light': Porter criticises $200k fine for wage theft,”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i-think-that-s-light-porter-criticises-200k-fine-forwage-theft-20190724-p52a65.html
3) The Canberra Times(2019.7.24), “Defiant boss could sway Lambie on unions,” https://www.
canberratimes.com.au/story/6292090/unions-dipping-into-workers-funds/?cs=14264

호주 : 민간부문 경제학자들, 고용률 성장에 대해 비관적 전망1)  

2019년 6월 재무부 장관 조시 프라이든버그는

제학자 카를로스 카초는 통계청 분기별 데이터를 통

2018년 8월 이래 총 1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에서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5.7%에서 5.2%로 하락했다며,

신설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5만 4천 개의 일자리

이는 현재 호주 경제가 견고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

만이 창출되었다고 밝혔다.2) 이에 대해 정부는 통계

준다고 주장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 필립 로위도

청 노동력조사(ABS Labour Force Survey)를 기반

이에 동의하며 현재 호주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

으로 한 수치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주 내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 –

반면 민간부문 경제학자들은 최근 1년간 창출된

호주 국립은행 NAB 사업체 조사(NAB Business

새 일자리들 중 80%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며, 고

Survey), ANZ 구인광고 데이터(ANZ Job Ads), 통

용률 증가가 호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계청 일자리 조사(ABS Job Vacancies)3) – 역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UBS 은행 경

일제히 민간부문 고용률 성장이 충분히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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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

가장 낮았다. 호주 국립은행 NAB 분기별 비즈니스

도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

설문조사4)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현 경기상황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하고

웨스트팩-멜번인스티튜트(Westpac-Melbourne

있다. NAB 수석 경제학자 앨런 오스터는 이런 현상

Institute)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들은 주로 세계 경제위기 때 관찰되며, 이는 그만큼

지수가 전월대비 4.1%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달

호주 경제 기반이 현재 충분히 탄탄하지 않다는 증

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불구하

거라고 주장했다. JP모건 수석 경제학자 샐리 아울

고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

드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고 있다는 뜻이다. 2019년 6월 커먼웰스은행(The

만 민간부분 경기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Commonwealth Bank)의 비즈니스 세일(Business

밝힌 바 있다.

Sales) 지표는 지난 2017년 2월 이래로 증가율이

1) ABC News(2019.7.23), “Public sector propping up employment and the economy, analysts say,”
https://www.abc.net.au/news/2019-07-23/jobs-growth-dominated-by-public-sector/11334294
2) ABC News(2019.7.23), “Public sector versus private sector employment growth,” https://www.abc.
net.au/news/2019-07-23/public-sector-versus-private-sector-employment-growth/11335286
3) 각 지표에 관한 설명은 아래 통계청 웹페이지를 참조.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
Lookup/by%20Subject/6102.0.55.001~Feb%202018~Main%20Features~Job%20Vacancies~10
4) 호주 3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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