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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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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 사회에 최근 경험하지 못한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이 마무리되는 현재,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온갖 종류의 방
역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 팬데믹이 발생하면
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아직 뚜
렷한 완치를 보장하는 치료약이나 예방을 위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2020
년 초 첫 번째 팬데믹의 발생은 급속히 퍼지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며 지역별 봉
쇄(Lock-out)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국가의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큰 충격을 주었
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의 급하락과 실업자의 대폭 증가가 발생하는 상황을 마주했다. 시간이
지나며 어떤 방식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국가별로 차
이는 있으나 대부분 촘촘한 방역과 조심스러운 시장 재개가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는 아직 안심할 정도로 통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감염과 전염의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직장 내 전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가깝
게 모인 장소에서 급격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감염병이라는 인식은 확실해졌다. 모든 직
장에서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두기,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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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될 수 있으면 대면 업무를 줄이고 비대면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동반
되고 있다. 비대면 수행이 가능한 업무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한편, 부서별로 다른
시간에 출근하도록 하는 시차출퇴근제가 확산되고, 대면보고나 회의를 최소화하는 한편 디지
털 기기를 이용한 보고와 회의 방식을 채택하는 조직이 늘어났다. 그러나 대면 방식에 익숙한
직장문화나 비대면 접촉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편함
은 여전히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경제주체별로 일과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
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 주었다.
먼저 기업은 비대면 근로 방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위한 비용 관리와 함께 업무성과 측정을 포함한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 방식을 모색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언택트 회의 및 보고 방식 도입, 소규모 팀 운영, 프로젝트의 신속 추
진 방식 발굴, 지역별 스마트오피스 조성 등 작업 방식의 변화와 대면 미팅의 감소로 인한 대
인관계의 변화 등 사내 문화의 변화 또한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근로 방식의 확산에 있어, 근로자들은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이나 가
족구성에 따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격차 문제와 함께 비대면 근로를 위해 사용해야 하
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는지 또는 구매해야 하는지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개인이
생산성을 유지하고 프로젝트의 완료를 책임져야 하는 주도적인 역할수행 방식을 스스로 개발
해야 하고, 성과가 곧 연봉에 반영되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근 및 대면 업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규가 이러
한 변화에도 적절하게 작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근무방식의 확대는 향후 노동시
장의 채용 형태가 프리랜서화 되는 추이로 바뀔 가능성을 보인다. 따라서 특수고용근로자 또
는 개인사업자로 해석되는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고민은 노동법을 넘어서서 계약법과 사회보험 요건 등과 관
련지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비대면 근로 방식의 확산은 코로나19의 제어가 가능한지에 따라 확산 속도가 다를 것이

4_

2020년 11월호 <<

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미 기존 고정된 시간의 출퇴근방식을 고집하지 않아
도 생산성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바이러스
가 바꾼 것은 트랜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서울대 소비트랜드 분석센터,「 트랜드 코리아

2021」)의 내용처럼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19가 그 추세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이를 고려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의 추진 등에는 보완적 내용의 대응
이 아닌 프레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다른 선진국
에서의 재택근무 확산과 비대면 근로문화 지향 등의 이슈에 대해 현황은 무엇이고 어떤 논의
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번『 국제노동브리프』와 한겨레와 공동주최하는 제11회 아시아미래
포럼에서 다룬다. 이 내용이 우리나라 노동법과 고용정책 프레임의 변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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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비대면 시대의 노동 : 거리두기와 연결하기

Special Feature

재택근무 : 전 세계적 가능성 평가
Janine Berg (국제노동기구(ILO), 선임경제학자)

■ 머리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인명을 앗아가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면서, 감염병
학자와 의사들은 바이러스가 학교, 대중교통, 직장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확
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많
은 국가에서 비필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non-essential publicly employed staff)들
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봉쇄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
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업에 재택근무 허용을 권고하고 있다.1) 고용은 유지하
면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를 줄이면서 경제의 여러 기능을 유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다.

* 편집자주 : 영문으로 재택근무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이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원문에 나온
‘work from home’, ‘home-based work’는 재택근무로, ‘telework’, ‘remote work’는 원격근무로,
‘home work’는 가내근로로 구분하여 번역하였음.
1) 국가별 조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www.acaps.org/
projects/covid19; https://www.covid19globalemployer.com; https://www.ilo.org/actrav/info/
pubs/WCMS_ 740916 /lang--en/index.htm?fbclid=IwAR 3 GjQmq 4 ip 1 S 1 RsNRFaMHeAeqPXPys1HkPOGholEfA1hiizeZm83Aij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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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잠재 근로자 비중(potential share of workers)’을 전 세계 지역별로 산출하였
다. 이 글에서는 산출 결과와 산출 방법을 설명하며, 이와 함께 재택근무와 관련된 정책 과제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택근무의 가능성에 대
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Dingel and Neiman( 2020 )은 ‘ 직업정보 네트워크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O*NET)’의 직종 기술 내용을 이용하여 미국 내 여
러 직업의 원격근무가 가능한 정도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수치들을 미국의 직종별 고
용규모를 가중치로 삼아 합산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일자리의 34%가 “재택근무 가능성이 상
당”하다고 평가하였다.2) Ramiro Albieu(2020)와 Foschiatti and Gasparini(2020)는 Dingel
과 Neiman의 측정 방법을 아르헨티나에 적용하여 전체 직업 중 26~29%는 원격근무가 가
능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Guntin은 변형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루과이 근로자의 20~34%
가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Boeri, Caiumi and
Paccagnella(2020)는 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재택근무 가능성을 이탈리
아는 24%, 프랑스는 28%, 독일은 29%, 스페인은 25%, 스웨덴과 영국은 31%로 추정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Dingel과 Neiman의 연구에 쓰인 방법론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으
며, 그 이유는 각 직업의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단, 이 방법론의 한계는 O*NET 데이터가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자료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 데이터가 미국과 근로환경이 유사한 경제구조에서만 활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미국에 대한 다른 연구로 Leibovici, Santacreu, and Famiglietti( 2020 )와 Mongey and
Weinberg(2020)가 있으며, 이 연구들은 각 직업의 대면 접촉 필요성 여부와 함께 O*NET 자료를 기
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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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쓰인 방법과 유사하면서도 O*NET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Martins(2020)의 연
구는 포르투갈의 재택근무 가능 직업 비중을 30%로 추정하였다. 영국통계청(British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0)은 다른 방법으로, 실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노
동시장의 큰 변화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영국 근로자의 비중은 30% 미만이라고 평가하였
다. 또 다른 방법으로 Hensvik, Le Barbanchon and Rathelot(2020)는 산업부문별 데이터
를 활용하여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재택근무 가능성을 추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Dingel and
Neiman(2020)과 유사한 수치를 도출하였다.
비록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만 표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중에 재택근무
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도 일부 있었다. 브라질의 표본조사(XP Investments)
에서는 근로자의 35%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시한 조사
(Sapiens)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22%가 원격근무 또는 원격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또 다른 조사(Datafolha)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일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브라질에서 제한조치가 시작된) 3월 20
일에는 46%였으나 4월 3일에는 33%로 감소하였다.3) 이는 초기에는 낙관적이었던 근로자
들이 경제 침체로 인한 서비스 수요 감소 등의 힘겨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 조사들은 노동력 조사 및 행정자료의 로버스트 표본
(robust sample)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 항목을 담고 있지 않다.

■ 전 세계의 재택근무 가능성 :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결과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ILO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전 세계 노동력의 7.9%,
즉, 약 2억 6천만 명의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는

118개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전 세계 고용의 86%에 해당한다(그림 1 참조).
3) 이러한 결과는 해당 조사들이 소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국민 전체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건의 브라질 조사는 각각 1,000건(XP), 1,511건(Datafolha)의 전화 인터뷰를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우크라이나 조사는 809명의 응답자 면담 내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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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택근무자의 비중(모든 고용상 지위 포함, 2019)
5% 미만 [43개국]
5~10% [41개국]
10~15% [21개국]
15% 이상 [13개국]
자료 없음

주 : 이 수치에는 원격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재택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118개국 자료를 근거로 F.Bonnet이 산출한 내용. ILO의 “직장으로서의 집 : 동향 및 양질의 근로 보장 정책
(ILO(2020), The home as workplace: Trends and policies for ensuring decent work)” 근간 발간 예정.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의 실제 재택근무자 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근로자 중 일부는 ‘원격
근무자(teleworker)’4)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으며,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수를
놓거나 담배를 마는 노동자와 같은) 옥외노동자(industrial outworker), 장인, 자영업자, 프리
랜서 등 매우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재택근무자 중 고용된 근로자는 18.8%
를 차지하지만 이 비중은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높게는 55.1%까지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고용된 근로자의 2.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재택근무를 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던 이들
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필요한 경우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4) ‘재택근무(teleworking)’는 주로 고용된 근로자를 가리키며, 재택근무와 함께 모바일 근무(mobile
work)도 포함한다. Messenger(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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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업별, 국가 소득 수준에 따른 그룹별 재택근무 가능성 추산
(단위 : %)
군인
단순노무종사자
장치 및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사무지원 종사자
기술자 및 준전문가
전문가
관리자
0.00

0.10

0.20

0.30

0.40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0.50

0.60

주 :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 분류에 의함.
자료 : 델파이 설문(Delphi Survey) 결과.

근로자의 비중을 추산하는 것이다.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의 세분류(3-digit)에 따른 직종별 가능성 추산 델파이(Delphi) 기법을
이용하여 전 세계 노동시장 전문가들로부터 19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직종별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 비중을 추산하여 23개의 결과를 얻었다(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추산 결과는 국가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현지 인프라와 노동시장 상황의 차
이를 반영하지만 전반적인 동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2]는 해당 직종 근로자의 재택근무 가능성을 추산한 결과를 고소득·중소득·저소득
국가별로 보여준다. 이 수치들 간 차이는 전문가들 사이의 주관적인 견해차가 조금은 반영되
어 있지만 대체로 국가그룹별 근본적인 사회·경제 및 인프라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수치들은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부 직업 유형이 있음을 보여준다. 장치 및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같은 직종의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
하며,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가능성을 0~2%로 추정한다. 이와 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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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관리자 및 전문가들은 절반 정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사무보조직 근로자의 경우에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에서는 20%만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42%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가능성 추산 가계조사5) 또는 노동시장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각 국가그룹에 대
한 2008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의 세분류(3 digit)에 따른 직업 프로필(occupational
profile)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동일한 국가그룹에 대한 재택근무 가능성 추정값을 산출함으
로써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산출 결과에 의하면, 거의 18%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
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세
계 각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 소득수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
[그림 3] 재택근무 가능성 추정값
30%

27%

25%

23%

20%
18%

18%

17%

13%

12%

10%

16%

15%

5%

0%
저소득

중소득
그룹 특정 가능성

고소득

전체

전 세계적 가능성

주 :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 분류에 의함.
자료 : 델파이(Delphi) 설문 결과.

5) ISCO 2008 소분류에 따른 고용분포도 자료는 전 세계 고용의 77%에 해당하는 89개국에 대해 제공
되어 있어 아랍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소득별 국가그룹과 지역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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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업구조뿐만 아니라 광역 인터넷 접근성 및 개인 컴퓨터 소유 가능성과 같은 환경적 요
소, 재택근무가 가능한 주거환경의 여부, 고정고객의 유무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여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두 가지 수치를 보여준다. 밝은색 막대는 ‘그룹 특정 가능성(group-specific
probability)’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노동력 비중을 나타낸다. 이 수치들 간의 차이는 직업
구조의 변화와 근본적인 사회적·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어두운 색의 막대는
‘전 세계적 가능성(global probability)’으로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그룹별 재택근무 가능성을
지니는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이 수치는 상이한 직업
구조에서만 비롯되는 차이를 반영한 수치이다.
선진국에 사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근로자는 건설노동, 비공식 서비스와 같은 직종에 고용되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6) 이러한 직업구조상의 차이가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10%p의
차이를 설명한다(선진국은 23%, 개발도상국은 13%). 또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
회적·물리적·정보기술적 인프라가 재택근무에 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10%p에서 15%p로 늘어난다(부록 II 참조).
더욱이 소득별 차이와 유사한 동향을 보이는 지역별 차이도 존재한다. 추산 결과에 의하면,
북미와 서유럽 근로자의 약 30%가 재택근무 가능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데 반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은 각각 6%와 8%에 불과하다. 남미와 동유럽은 각각 그
사이에 해당하는 23%와 18%를 기록하고 있다(부록 II 참조).
더 나아가 국가 간 직업구조의 차이 외에도 근본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의 차이가 존재
한다. 한 국가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원
격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가용성이 중요한 문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따르면, 인터넷 접근성은 기니비사우, 에리트
리아, 소말리아의 5% 미만에서부터 대한민국, 노르웨이, 바레인, 쿠웨이트 외 10개국의 95%
6) 예를 들어, 노점상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6배 많고, 승용차, 승합차 및 이륜차 기사는 4
배 많다. 농업 노무자(자기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농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저
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보다 17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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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간에 위치하는 국가인 파나마에서는 국민의 58%만이 인
터넷에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수치가 근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자택의
인터넷 접근성도 전체 인구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
에서는 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원격근무를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산출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산출 방법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기업의 운영과 재택근무 근로자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급 체인의 중단을 감안할 때, 산업 제품을 조립하는 많은 전통
적 가내근로자는 투입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제품 수요 감소로 주문이 중단되면 더 이
상 일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 재택근무 : 오래된 관행
오랜 기간 동안 재택근무는 일반적인 근무 형태였다. 지난 세기까지 가족 단위에서 자체 소
비를 위해, 또는 소득원으로 물품을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생산이 가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데, 통상적으로 이를 가내공업(cottage industry)이라 한다. 산업화 이후에도 가내 생산 방
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규모 생산 단위로 포괄되면서 분할이 가능한 업무들은 가내근로자
(homeworker)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내근로자는 독립 장인이나 가내공업
근로자와는 다르게 가내에 기반을 두지만, 사용자나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상품
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7) 1900년대 초반 프랑스의 여성 3명 중 1명
은 의류나 기타 다양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가내근로자였다.8)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가내근
로는 서비스업으로 확장되었다. 1940년과 1950년대 미국에서는 직접 우편(direct mail) 산
업이 크게 성장하였고, 우편 산업의 사무 타이핑 업무는 대부분 가내근로자가 맡았다.9) 1980

7) ILO의 가내근로자 정의는 다음 장을 참고할 것.
8) Perrot(1997).
9) Bori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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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는 보험업의 보험청구 처리를 가내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지원하였다.10) 북미와 유럽의
산업적 가내근로가 쇠퇴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서 이탈리아의 고급 패
션산업의 경우 아직도 이러한 생산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11)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적 가내근
로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만 독립적 장인과 가내근로자를 합하여 약 3
천 7백만 명의 재택근로자(전체 고용의 8.5%)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내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담배(beedi)를 말거나(3백 5십만 명) 의류 수출 산업에서 자수를 놓는 일을
하면서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12)
가내근로와 마찬가지로 원격근무도 재택근무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집에서 원격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고용된 근로자를 가리킨다. 처음에 ‘telecommuting’으로 불렸던 원격근무는

197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IT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기술(ITC)을 이용해 집에
서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시작되었다.13) 이전의 산업 및 사무 가내근로와 마찬가지로 원격근무
도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집에서 무급 돌봄노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지지를 받아 왔다.14) 원격근무가 현재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원격업무가 대부분 임시적이며 상시적으로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적았다. 미국의 ‘생활시간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29%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만, 4%만이 재택근무가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15) 프랑스에서는
임금근로자의 3%가 주 1회 원격근무를 하였으며 0.9%만이 주 3일 이상 원격근무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격근무 방식은 주로 관리직 및 전문직 근로자에게 국한되어 있다.1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격근무를 활성
화하면서 원격근무 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250개 대기업을 대
10) Costello(1989).
11) Elizabeth Paton and Milena Lazazzera, “Inside Italy’s Shadow Econom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0, 2018.
12) Mazumdar(2018).
13) Messenger(2019).
14) Christensen(1989); Boris(1994).
15) “Job flexibilities and work schedules, 2017-2018. Data from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Bureau of Labou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ur , Tuesday, September 24, 2019.
16) “Quels sont les salaries concernés par le télétravail?” DARES Analyses, n° 051, novembr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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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벌인 3월 25일자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업의 93%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방안
으로 원격근무를 채택하였다고 한다.17) 이와 유사하게 인도의 업무처리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부문 거대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는 인도와 다른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40만 명의 자사 근로자 중 85%가 인도와 여러 지역의
봉쇄조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18) 하지만 원격근무로의 전환은 항상 간단
하지 않다. 많은 기업이 원격근무의 이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원격근무로의 전
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2020년 4월 7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
‘일본 최고재무책임자(CFO) 협회’에서 577명의 CFO와 재무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 의하면, 개별 응답자의 96%는 원격근무의 중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설문대상이 되었던 기
업의 31%는 문서업무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고 원격근무에 필요한 내부 규정과 절차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격근무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19) 정보의 기
밀 또는 보안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원격근무 채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도 원격근무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르헨티나 중소기업 관측소
(Argentine SME Observatory)’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이용 정도는 대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중에는 55%만이 원격근무를 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소매업에서 해당 비중은 24%와 23%에 불과했다. 특히, 대체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보유 현금과 신용이 낮아 수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버틸 여력이 적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제약이다. 많은 중소기업에 있어 재택근무는 기업의 생존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 하지만 모든 직원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의 48%만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
속 할 수 있었으며, 60%는 사업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하였다(전제 60% 중 8%의 ‘알 수 없음’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들의 업무방식을 원격
근무로 전환할 수 있었다. PNUD(2020) 참조.
18) “인도의 아웃소싱 그룹을 강타한 코로나 봉쇄조치(India coronavirus shutdown hits outsourcing
groups)”, Financial Times , 30 March, 2020.
19) 일본 최고재무책임자협회(Japan Association for Chief Financial Officers)(2020), “코로나19가 재
무 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분석 발표(Announcement of the results and analysis of
survey on the impact of Covid-19 on financial operations)”, 2020 4월 6일자 보도자료(도쿄), 온
라인으로는 http://www.cfo.jp/wordpress/wp-content/uploads/2020/04/release_200406.pdf에
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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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 양질의 일자리 보장 정책
근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일정한 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19년 창설 이래로 ILO의 주요 목표는 가내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초창기 ILO 협약 중 하나인 1926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Minimum Wage-Fixing Machinery Convention) 제28호에 따라 비준 회원국은 “단체
협약이나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임금이 지
나치게 낮은 특정 업종 또는 부문(특히, 가내근로 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해 최저 요율의
임금이 결정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ILO는 1996년 ‘가내근로협약(Home Work Convention : 제177호)’을 채택하면서, 가내근
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자와 다른 임금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 협약에 수반된 1996년 ‘가내근로에 관한 권고(Home Work Recommendation : 제

184호)’는 다음과 관련하여 동등한 처우의 확대를 촉구하였다.
(a)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단체의 설립 또는 단체 가입, 그리고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할 권리
(b)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보호
(c)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보호
(d) 보수
(e) 법정 사회보장제도
(f) 훈련받을 기회
(g) 고용 또는 취업에서의 최저연령
(h) 모성보호

이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내근로’는 어떠한 사람(‘가내근로자’)이 “①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가 아닌 자신의 집이나 자신이 선택한 기타 장소에서, ②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업무로
서, ③ 사용되는 장비, 재료, 또는 투입물의 제공자가 누구든지 간에 사용주에 의해 정해진 재
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근로자는 국내 법규나 법원 판례에서 독립근로자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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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과 경제적 자주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 협약은 가내근로자의 범주를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더 확대하여 독립근로자로
인정될 정도의 자율성이나 경제적 자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상품 또는 서비
스를 생산하기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가내업무를 자신의 사업활동을 위해 하는” 근
로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은 간헐적으로 자신의 주된 업무장소가 아닌 집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적으로 집에서 근무하는 고용된 근
로자들은 포함한다. 코로나19 시기에 가내근로자의 상당수가 상시적이고 확대된 방식으로
재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팬데믹의 대응방안으로 실시되는 원격업무도 협약 제177호
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20)
협약 제177호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상당수 가
내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이들의 권리와 이익이 재택근무로 전환되기 전
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일과 생활의 조화(work-life balance)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가 일과 생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과 개인적 삶이 중첩되면 근
로자들(특히, 여전히 가정에서 돌보는 일을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여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기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갈등 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대화는

1996년 가내근로권고(제184호)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재택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안전
보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 2020년 ILO 일반조사(General Survey) 622항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는
관계없지만, 사무실 근무와 번갈아 가면서 하지는 않는 상시적 방식으로서의 원격근무”는 분명히 협
약 제1조 (a)의 “가내근로” 정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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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년이나 지속될지, 국가들이 몇 번이나 봉쇄
조치를 다시 취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집단 면역을 갖게 될 때
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정부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피하는 동시에 공중보건 위
기도 막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그 대응책의 핵심요소이다.
분석에 의하면, 모든 직업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6개 중 1개,
선진국에서는 4개 중 1개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당수의 일자리는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국
의 투자가 필요하다. 디지털 인증,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시스템과 같은 기타 디지털 첨단기
술은 더 많은 직종의 지속적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 향후 주택에 대한 투자는 과밀을 완화함으
로써 집에서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현 위기 동안, 그리고 이후에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산업
가내근로자, ITC에 의한 재택근로자 모두를 포함한) 재택근무자가 보수와 기타 근로조건에
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과 생활의 조화 및 생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바를 최
대한 충족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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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I] 산출 방법
관련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 수를 추정할 수 있을
까?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다룬 가계조사들은 이 팬데믹이 끝나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을 시점
에서야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더 나은 정보가 빨리 필요하며, 어림짐작보다는 나은 방식으
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비중을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하여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비중을 업종별로 추산
하고 이 추정치와 각국의 직업 프로필(occupational profile)을 이용하여 재택근무 가능 근로
자의 수를 최종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기호로 표시하면, 국가그룹 ‘ ’의 재택근무 가능 근로자의 수는

여기서

는 ‘ ’국가그룹의 ‘ ’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의 수이며,

로 표시하고 아래와 같다.

는 이 근로자 중에서 재

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의 백분율 비중이다.
가계조사와 노동시장 행정자료는 직업별 고용 프로필을 제공한다. 여기에 개념상 문제점은
없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 비중의 추정치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가?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 전문가들에게 직업별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요청하는 델파이 기법
을 사용한다. 수십 명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23건의 활용 가능한 추산 결과를 받았다.21)
이 방법을 통해, 각 국가그룹에 대해 최선의 재택근무 가능성 추산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같은 국가그룹 간 차이의 원인이 되는 부분 중 어떠한 부분이 전적으로 직업 프로필의 차이
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21)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중국, 프랑스, 가나, 인도, 일본, 레바논, 모잠비크, 네팔, 필리핀, 러시
아 연방, 스페인, 태국, 우루과이, 북아프리카, 카리브제도(네덜란드어와 영어 사용권)로부터 추산 결
과를 받았다. 또한 Dingel과 Nieman의 미국 추정치와 Martins의 포르투갈 추정치도 함께 사용하였
다.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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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 ’국가그룹의 ‘ ’ 직업에 속하는 근로자의 수이며, Hk는 k직종의 근로자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전체적 백분율 비중이다.

*는 단독으로는

국가그룹에 의

미 있는 수치가 아니지만, 두 국가그룹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한 국가그룹에서 다
른 국가그룹으로 바뀔 때 달라지는 유일한 요소가 직업구조인

이기 때문에 두 국가그룹의

*의 차이는 전적으로 이 직업구조의 차이가 된다.

직업 프로필(Occupational Profiles)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세분류 직업구조는 국가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갖고 있어서 추산
하기가 어렵다. 세분류 직종별 자료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류체계를 ‘국
제표준직업분류 2008년 개정 기준(ISCO-08)’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바꾸었다. 대부분의 국
가는 이미 ISCO-08을 사용하고 있거나 ISCO에 근거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의 국가가 이전의 ISCO-88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국가는 ISCO-08 기준에 여러 자체 코드를 추가하였다는 점이었다. ISCO-88을 사용하는 국
가들을 ISCO-08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ISCO 웹사이트에 있는 대응표(correspondence
tables)를 사용하였다. 이 대응표는 그 특성상 불완전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직업 코드를 수기
로 업데이트해야 했다. ISCO-08 내에서 자체 직종 범주를 신설·추가한 국가에 대해서는 이
러한 고유코드들을 ISCO-08의 표준코드로 통합해야 했다.
또한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의 많은 국가가 자체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
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대응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무런 대응
표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중분류(2-digit)의
대응표만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데이터가 없거나 직업 분류체계가 너무 미비하여 아무런 도움
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평균을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 국가들의 직업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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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은 데이터가 확보된 해당 지역의 국가평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재택근무 가능성
델파이(Delphi)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연구하거나 잘 아는 국가들에 대한 재택근무
프로필(home work profiles)을 추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국가에 관한 산출을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한 주어진 추정치만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연구자의 고유한 영향을 줄
이기 위해 모든 추산 결과를 종합하였다. 하지만 경제 및 사회적 차이가 고려될 수 있도록 모
든 국가의 추산 결과를 하나로 합치지는 않았다. 표준 국가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유사한 국가
들의 추산 결과를 종합하고 해당 분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남
미와 카리브해 국가에 대한 11개 추정치를 모아 단일 벡터를 생성한 후, 이를 해당 지역 모든
국가에 적용하였다. 이후 다른 추정치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더니 0.30에서 0.99까지
나타났으며, 전체 253개 추정치의 평균은 0.66이었다. 이는 어떤 직종이 원격근무나 재택근
무가 가능한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광업 및
건설업 근로자’ 직종은 모든 전문가가 재택근무 가능성을 0으로 분류하였고, ‘수학자, 공인회
계사 및 통계사’ 직종은 거의 모두가 재택근무 가능성을 100%(또는 어느 직종에도 100%를
주지 않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최고 점수)로 보았다.

■ [부록 II] 산출 결과
델파이(Delphi) 기법의 장점은 많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는데,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중 23개의 추정치만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추산하지는 않는
다. 그보다는 여러 다른 국가그룹을 기준으로 다른 추정을 한다.
아래 표는 재택근무에 관한 두 가지 추산 결과를 보여준다.
‘전 세계적 가능성(Global Probabilities)’으로 표기된 마지막 열은 23개의 재택근무 가능성
추정치를 모두 평균한 값에 각 지역의 직업구조(occupational structure)를 곱한 결과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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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역 간에 유일한 차이는 직업구조이다.
‘그룹별 가능성(Group-Specific Probabilities)’으로 표기된 두 번째 열은 각 국가그룹 고
유의 직업구조로 동일하게 산출한 결과다. 예를 들어,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
레, 우루과이, 카리브제도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상위 중소득 국가(Upper-Middle Income
Countries)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연방, 레바논, 태국, 카리브제도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다른 직업구조에서 비롯되는 차이와 통신 인프라 같
이 근본적인 요소들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지역

그룹별 가능성

전 세계적 가능성

아프리카

7%

14%

미주

27%

19%

아랍 지역

19%

19%

아시아 태평양

12%

17%

유럽 및 중앙아시아

26%

24%

전체

18%

18%

소지역(Subregion)

그룹별 가능성

전 세계적 가능성

북아프리카

14%

1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

13%

남미 및 카리브제도

23%

16%

북미

29%

22%

아랍국가

19%

19%

동아시아

19%

20%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7%

12%

남아시아

8%

14%

북유럽, 남유럽 및 서유럽

30%

25%

동유럽

18%

22%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21%

22%

17%

17%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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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그룹별 가능성

전 세계적 가능성

북아프리카

14%

1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

13%

남미 및 카리브제도

23%

16%

북미

29%

22%

아랍 국가

19%

19%

아시아 태평양(저소득 및 하위 중소득)

8%

13%

아시아 태평양(상위 중소득)

13%

20%

아시아 태평양(고소득)

22%

23%

북유럽, 남유럽 및 서유럽

30%

25%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18%

22%

전체

17%

17%

세계은행 소득별 분류

그룹별 가능성

전 세계적 가능성

저소득

12%

13%

하위 중소득

10%

13%

상위 중소득

22%

19%

고소득

27%

23%

전체

18%

17%

신흥 국가

그룹별 가능성

전 세계적 가능성

저소득

12%

13%

중소득

16%

17%

고소득

27%

23%

전체

18%

18%

개발도상국/신흥국 vs 선진국

그룹별 가능성

전 세계적 가능성

개발도상국/신흥국

15%

16%

선진국

27%

23%

18%

18%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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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업들의 운영 방식에 전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정부 재정 지출 프로그램을 단행하였다. 이
러한 정책 중에서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같은
일부 제도는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
한 모든 기업에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여건과는 관계 없이 일정 소
득기준선(income threshold) 미만에 속하는 모든 미국 가계는 지원금 수표(stimulus check)
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전략이 비용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대면 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
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Alon et al(202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업종별로 근로자가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생활시간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에 의하면, 운송 및 운반 관련직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의 약 3%만 원격근무가 가
능한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78%는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산업은 필수 사
* 편집자주 : 영문으로 재택근무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이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원문에 나온
‘work from home’은 재택근무로, ‘work remotely’는 원격근무로 구분하여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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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essential businesses)으로 분류되어 대면 거래로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되었지만, 다른 산
업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주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필수 서비스
(essential service)를 제공하는 업종의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식
료품점은 대부분의 직원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허용되었다.
필수 사업에 대한 정의가 주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필수 사업을 좁게 정의하
여, 식품·음료 생산 및 판매, 전기·가스·수도, 의약품, 교통,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일부 보건의료
및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코로나19가 여러 산업에 미친 공급 측 영향에 초점을 두
어 바이러스가 경제에 가져온 충격의 기저에 있는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Papanikolaou and Schmidt, 2020).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급의 중단은 경제에 대규모 충격
을 미쳤으며 이는 근로자 간에 또 기업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rero et al(2020)의 연구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보완되기도 한다.

■ 재택근무 불가로 인한 비용의 정량화
우선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력 비중이 많은 산업들은 공급 중단(supply-side disruption)
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시작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노동력 비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봉쇄조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
도(industry exposure)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의 원격근무 가
능 근로자 비중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의 ‘미국 생활시간 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재택근무의 가능성 유무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직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설
문 답변에 의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업종별로 적게는 운송 및 운반 관련직의 3%에
서, 많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78%까지 이르렀다. 그다음 센서스 가중치(census weights)
를 이용하여 이러한 업종별 수치를 산업별로 합산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업무 중단 정도(workforce disruption)를 측정하는 기준을 도
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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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업무 중단(COVID Work Exposure) =

1 − 재택근무 가능 근로자 백분율(%) 비중
다음으로, ‘ 코로나 19 로 인한 업무 중단 ’ 수치가 산업과 개별 근로자의 경제적 성과 차
이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분석에서 종속변수(결과변수, outcome
variables)는 산업 및 근로자 차원의 고용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식 수익률, 분석 전
문가들의 예측치, 부도 확률 등과 같은 장래의 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미래지향적 변수
(forward-looking variable)까지도 포함한다. 이 변수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진다. 금융시장
및 금융분석 전문가들에게 제공받은 데이터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소규모 민간기업보다는 코
로나19로 인력공급의 중단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에만 활용이 가능하다.
고용데이터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표성은 가지지만, 시간차가 존재하여 기업 소유주들에게
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기 떄문이다.
초기 경제 봉쇄조치의 충격으로 인한 영향은 산업부문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거의 모든 수치에 있어, 원격 근무가 대부분 가능한 산업부문의 기업들
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산업부문에 비해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필
수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은 산업들로 한정할 경우, 측정하는 데 쓰인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
단 수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고용은 10% 감소, 2020년 2사분기 예상 수입은 8% 감소,
부도 확률은 0.22%p 증가, 주식시장 성과는 7% 하락(연초대비 증감률, YTD)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 전문가들은 비필수 산업(non-critical
industries)의 2020·2021·2022년 연간 수입이 각각 13%, 10%, 8%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다. 반면에 필수 산업(critical industries)의 해당 연도에 대한 각각의 예상 하락치는 3.2%,

3.5%, 2.3%로 나타났다.
최근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공급 중단은 비필수 업종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 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수치
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심각한 중단이 발생할 확률은 9.4%p 증가, 인력 감원의 가능성
은 5.7%p 증가, 급여 감액은 4.0%p 증가, 체불 가능성은 5.9%p 증가, 유동성 부족 가능성은

4.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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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의 경제적 효과
A. 미국고용통계국(BLS) 고용성장률(전년동기대비)

B. 주식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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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그래프 A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의 고용성장률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정도를 보여준다(노동통계국 총고용가중치를 이용하여 합산함). 그래프 B~F는 코로나19로 인한 업
무 중단에 따른 주식 수익률과 2월 중반부터 5월 중반까지 비필수 산업부문에 대한 수입 조정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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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수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비필수 업종 근로자의 경우 실업할 확률이 4.5%p 증가하는 반면, 동일한 조건의
필수 산업은 실업할 확률이 1.0%p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적인 효과는 전
체 개별 근로자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소득분배 사분위수 최하위에 위치한 비필수 산업 근로자들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실업
할 확률이 9.2%p 증가하는데 반해 사분위수 최상위 근로자들은 1.6%p만 증가한다. 이와 같
이 근로자의 원격근무 가능성 유무에 따른 고용상 지위가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수(slope coefficient)의 차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들의 원격근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며, 평균적으
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수치는 1사분위 근로자가 2, 3, 4사분위 근로자에 비해 각각

1.0%, 3.2%, 7.7% 높다. 두 요소 모두 저소득 근로자에게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고
소득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및 학력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그리고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의 정도는 절대 작지 않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서 대학 학위가 없는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수치가 1 표준편차 증가하면, 실업할 확률이 15% 증가하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치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요약하자면,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 중단의 재배분 효과(reallocative
effect)는 상당히 크며 이는 성별 임금격차와 함께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급 중단에 대한 실시간 추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가 발표되고 있다. 금융시장 변
수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가용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결과 수치의 고빈도 자료를 살펴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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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비필수 산업 공개 기업들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의 전개
CDC(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예상하고 심각한 혼란 경고함
중국 외
최초 확진자 발생

WHO가
코로나19(COVID-19)를
팬데믹으로 선포함
연준위의
무제한 채권
매입 발표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수 급증

시위로 인해 영업
재개 계획에 차질

머레이 모형(Murray
model)은 미국의 정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함

모더나(Modema)
백신의 최초 검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
지원 패키지 신설에
대한 협상 지연

미국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많음

중국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

파우치(Fauci) 박사가
긍정적인 백신에 대해 신중한
백신 관련 낙관론 개진
소식과
봉쇄조치
완화

주 단위 통행금지
지침 수립

모더나(Modema) 백신이
모든 피험자에게 항체
형성한 것으로 보고됨

뉴욕시 기업들의 직원
50% 재택근무 유지 결정
연구 결과 우한시의
사망률이 초기 추정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머레이 모형은 미국의
주별 사망율이 당초 예상보다
봉쇄조치 높을 것으로 전망함
완화 준비

코로나19 요소

조기에 영업을 재개한
주에서 확진자수 증가

시장 포트폴리오

주 : 이 그래프의 수치들은 올해 연초부터 누적된, 시장 대비 코로나19 요소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을 시
계열로 보여줌.

[그림 3] 시장 대비 누적 수익률 (2020년 2월 14일 0%로 정상화)

1월

4월

7월

필수 산업

비필수 산업, 노출 최상 사분위

비필수 산업, 노출 2사분위

비필수 산업, 노출 3사분위

비필수 산업, 노출 최하 사분위

주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정도로 분류한 여러 산업 포트폴리오의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누적 수익률
은 2020년 2월 14일에 수익률 0%로 정상화(normalize)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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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중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비필수 산업 미국 기업들의 롱/숏 포트폴리오
(long/short portfolio)를 구성하고 이 포트폴리오의 시간에 따른 수익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코로나19 요소 포트폴리오(COVID-19 factor portfolio)의 전개는 대체로 팬데믹
관련 소식의 전개를 따른다. 2020년 5월 15일 전반적인 시장 지수는 10% 하락한 반면 이 포
트폴리오의 가치는 50% 낮아졌으며, 미국 전역에 영업이 재개되면서 이 수치는 35% 감소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 포트폴리오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
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막기 위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 포트폴리오에서 시장의 어떤 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보기 위해
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들의 업무 중단 정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그 수익을 살펴보
았다. 예상대로 산업의 인력공급 중단 정도에 따라 나누어졌다.
이를 요약하면, 2019년 이전 데이터로 구성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수치는 팬데믹
기간의 수익률에 있어 업종 간 이질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재정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많은 국가가 코로나 19 에 대해 대규모의 재정적 개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미
국에서는 소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6,690억 달러(약 739억 8,500만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최근, 미국의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개인대출 관련 데이터와 근로자 수 추산을 함께 공개하였다.1)
1) 공개된 자료에는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SBA는 대출이 다양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들은 각 구간 말단의 평균을 사용하여
더 큰 대출금액을 대입하였다. 이러한 대략적 금액들을 합산하니 보고된 주별 총액과 거의 정확하게 일
치하였다(R 2 of 0.997). 대부분의 개업이 자사 고용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일부는 총고용을 ‘0’으로
보고하거나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이 기업들에 분배된 대출액은 양의 고용을 보고한 기업들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대출규모 집단에 속한 동종산업 타 기업들의 평균 고용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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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쓰인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수치는 팬데믹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책의 효율
성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들은「 2020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제·경제·안정법(2020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의 핵심 요소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자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에 어느 정도 할당되었는지를 살
펴보았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다. 거의 모든 (소규모) 기업이 PPP 자금을 신
청하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 급여비용에 비례하여 자금이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상대
적으로 고임금근로자의 원격근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지원을 급여비용에
연계함으로써(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타격이 가장 적은 부문에 더 많은 연방기금(federal
[그림 4] 대출금 vs 재택근무가 어려운 정도

1인당 대출금

산업별 고용규모를 가중치로 함

재택근무 곤란 정도
필수 산업

비필수 산업

주 : 근로자 1인당 대출금 vs 재택근무가 어려운 정도, NAICS4 부문별 총합.

이 값들을 귀속시켰다. 단, ‘0’의 고용을 대신 부여해도 각 부문의 순위는 거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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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s)을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문 및 기술 서비스부문에 가장 많은 대출건(64만 1,000건)이 제공되고, 총 지원금액(660
억 달러(약 73조 224억 원)도 두 번째로 높았지만, 원격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이기도 하다. 지원받은 기업들이 보고한 고용규모와 이 기업들이 받은 PPP 대출금액
을 비교해 보면, 근로자 1인당 1만 2,400달러(약 1,371만 원)가 넘는 규모를 지원받은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훨씬 큰 타격을 입은 숙박 및 음식 서비스와 예술, 연예 및 유흥 부문의 1인
당 PPP 대출금은 각각 5,000달러(약 553만 원)와 5,300달러(약 586만 원)에 불과했다.
[그림 4]에 요약되어 있는 세부 데이터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준다. 공급 중단에 더 영향
받은 부문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들보다 1인당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으며,
필수 및 비필수 산업 간 지원금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수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비필수 산업에서는 대출금이 19.4% 감소, 필수 산업에서는 13.2%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맺음말
더 나아가, 재정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공급 중단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산업의 근로
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비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2) 획일적인 정책대응은
집행하기 쉬운 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이
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정도를 사전 측정하여 이 수치에 근거
해 근로자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2)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듯, Granja 등은 미국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타격이 큰 지역들이 PPP 자
금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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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확대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머리말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경제와 노동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고용상황을 보여주
는 각종 지표를 보면 제1파에 해당하는 4~6월에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였다.1) 이후 전
염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긴급조치도 해제됨에 따라서 악화세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예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은 7월과 8월에 제2파를 지나 현재
제3파를 맞이하고 있는 등 여전히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경제 회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고용 정세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2)
1)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4월
7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내려져 있던 긴급사태를 4월 16일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긴급
사태의 대상 지역에는 주민의 외출자제 등 필요한 조치가 내려지고 백화점이나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이 제한된다. 긴급사태는 5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5월 25일에는 전국적
으로 해제되었다. 긴급사태 선언과 그에 따른 조치의 영향으로 4~6월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
다. 코로나19가 고용·취업·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취업자 수, 고용자 수, 완전실업자 수, 완전실업률 등과 같은 고용·취업 관련 통계 지표의 최근 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
covid-19/index.html)
2)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노동청과 공
공직업안정소의 상담·보고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수’와 ‘해고 등이 예
정된 근로자 수’를 집계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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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의한 사업활동의 축소 등에 따른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서 올해

2월 14일에「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법 제62조)의 하나로서 종래 규정되어
있던 고용유지지원금3)(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1호4)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koyou_roudou/koyou/koyouseisaku1.html). 이 두 지표의 월별 동향은 다음과 같다.
월

고용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수(개소)

해고 등이 예정된 근로자 수(명)

5월

16,745

12,949

6월

19,581

12,688

7월

25,262

11,980

8월

11,532

8,935

9월

15,729

11,298

10월

10,215

7,506

11월

619

1,112

누계

113,152

70,242

※ 11월의 수치는 11월 2~6일분임. ‘해고 등이 예정된 근로자 수’에는 이미 해고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3) 일본「 고용보험법」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2조의2에서는 ‘고용조정조성금(雇傭調整助成金)’이라고 부른다. 일본「 고용보험법」제6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는 우리「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제1문과 본질적으로 동
일한 기능, 즉 사용자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한 실업 예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는 편의상 고용조정조성금 대신에 우리 용어인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고용
조성금 제도는 실업보험법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현행「 고용보험법」이 1977년에 제정됨에 따라
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초에는 ‘고용조정급부금(雇傭調整給付金)’이라고 불리다가 1981년에 현재
의 고용조정조성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濱口桂一郎,「 雇用調整助成金の歴史と新たな休業支援金の
考察」,『 社労士TOKYO』2020년 9월호(No.478))
4) 일본「 고용보험법」제66조 제1항에는 “정부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피보험자가 되려고 하
는 사람에 대해서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증대 기타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고용안정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
화 기타의 경제상의 이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업활동이 축소된 경우에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사업
주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필요한 조성
및 지원을 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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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제1차로 취하였다.5)6) 고용보험 계정에는 고
용안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른바 고용안정자금)이 존재하고 고용
유지지원금의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거나 후생노동성 대신이 정
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후생노동성의 판단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특례조
치라는 형태로 기민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2월 14일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경제·고용상황도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2·4·6월에도 각각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며 지원 수준도 대폭 향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특례조치는 일시적인 조치로서
당초에는 4월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2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현재는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7) 현재 경영계에서는 추가적인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8)
고용유지지원금은 현행「 고용보험법」이 1974년에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본 경제를 강타한 것을 계기로 그 활용과 효과가 크

5) 코로나19에 따른 긴급경제대책으로서 정부의 1차 및 2차 추경예산과 그에 따른 중요 지원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및 분석으로는 박준희의 글(「 코로나19가 일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
『 국제노동브리프』2020년 6월호(Vol.18 No.6), 한국노동연구원, pp.82~93)을 참조.
6)「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외에 여타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중소법인과 개
인 사업자 등의 사업 계속을 위한 지원책으로 ‘지속화급부금(持續化給付金)’이 창설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다(2021년 1월 15일 마감). 지속화급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월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200만 엔(한화 약 2,110만 원, 중소기업
사업자) 또는 100만 엔(약 1,060만 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
화급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1차 추경예산(25조 6,914억 엔)에서 2조 3,176억 엔을, 그리고 제2차 추
경예산(총액 31조 9,114억 엔)에서 1조 9,400억 엔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8월에 다시 2020년도의 예
산예비비에서 9,150억 엔(약 9조 7,874억 원)을 다시 계상하여 합계 5조 1,726억 엔(약 55조 3,235
억 원)이다(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finance/202007/202007d.pdf).
7)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 1 차 추경예산에서 690 억 엔(일반회계)을, 제 2 차 추경예산
에서는 4,519억 엔(약 4조 7,880억 원, 일반회계)을 편성하였다(https://www.mof.go.jp/public_
relations/finance/202007/202007d.pdf).
8) 일본경제단체엽합회가 11월 4일에 발표한 요망서를 보면 고용조성조성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면서 특례조치를 연장하고 그 요건도 추가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https://www.
keidanren.or.jp/policy/2020/105.html). 정부는 11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3차 추경예산을 상정하
여 통과시킬 예정인데 여기에는 특례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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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목받았다.9)10) 일본 정부는 2008년 12월에 첫 번째 대책으로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수준을 상향하여 고용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는데, 첫 번째
조치 이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역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
을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시기에도 역시 신속한 지급과 절차의 간소화는 정부의 중요
한 정책 목표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확대, 요건 완화, 지원 수준의
상향 등은 2015년 말까지 몇 차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원래의 요건과 수준으
로 회복되었다.11) 이후 일본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운용 방식을 보면 요건과 수준에 관
한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인 특례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특례 기한 종료
후에는 다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12) 2020년 2월부터 취해지고 있는 일
9)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의 조치 이후에 지급결정건수, 지원근로자 수, 지급액이 급격
히 증가하였다.
년도

지급결정건수

지원대상 근로자 수(명)

지급액(천 엔)

2008년도

4,888(90,509)

254,181(5,289,431)

6,779,407

2009년도

794,016(940,800)

21,298,449(24,419,395)

653,471,873

2010년도

755,716(787,709)

10,034,336(13,512,157)

324,501,717

2011년도

519,873(588,779)

7,748,094(13,042,527)

236,168,515

2012년도

329,575(375,004)

4,608,017(7,733,817)

113,422,495

2013년도

175,830(172,168)

2,399,171(3,196,717)

53,960,117

※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용개발부 고용개발기획과,「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휴업 등 실시 계획
신고> 수리 상황 2014년 3월분 집계 결과 발표」(2014.5.2)
※ ( )의 숫자는 <휴업 등 실시계획서>의 신고 건수 및 신고서 상의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고용악화기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雇用調整助成金の活用実態と政策的意義に関する研究会」,『 雇用調整助成金の政策効
2017.
11)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지원대상, 요건, 지원 수준에 관한 변천에 관해서는『 雇用調整助成金の政策効
果に関する研究』(2017), pp.343~355를 참조.
12)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조치는 이미 2003년에 중
증급성호홉기증후군(SARS)과 2009년 신형인플루엔자에 따른 대응책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구제
역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으로서 취해진 적이 있다. 지진, 화산활동, 호우,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
해에 따른 고용 대응책으로는 사용례가 더 많은데, 최근에는 2019년 태풍 제15호와 제19호에 따른
피해의 대응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특례를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실시한 적
이 있다.
果に関する研究』(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87),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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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조치도 이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례에 의한 제도 확대
의 핵심적 부분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2020년의 특례조치를 시행하며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등장하였다.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 도입은 후생노동성 대신에게 위임된 권한
에 의한 특례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2020년 6월에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임시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특례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올해 취해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특례조치 내용을 소개하
고, 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그리고 고용보험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지
원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실적
후생노동성이 집계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0년 11월 9일 현재「 고용보험법」제66조
제1항 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건수의 누계는 184만 609건이며, 지급결정건수
는 누계 175만 6,342건이다.13)
이를 주별 및 주별 누계로 보면 점차적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지급결정건수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4~6월에 고용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음에도 신청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지급결정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
kyufukin/pageL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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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의 고용유지지원금 실적
기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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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건수(건)

지급결정건수(건)

누계

지급결정액(억 엔)

누계

누계

~05/01

5,119

5,119

522

522

2.84

2.84

05/02~05/08

5,415

10,534

2,565

3,087

7.74

10.59

05/09~05/15

11,058

21,592

6,171

9,258

29.44

40.03

05/16~05/22

17,593

39,185

10,177

19,435

51.03

91.06

05/23~05/29

33,711

72,896

15,931

35,366

92.62

183.68

05/30~06/05

45,772

118,668

24,976

60,342

141.45

325.12

06/06~06/12

46,011

164,679

32,274

92,616

238.41

563.54

06/13~06/19

52,019

216,698

39,682

132,298

359.94

923.48

06/20~06/26

64,768

281,466

47,154

179,452

439.03

1,362.51

06/27~07/03

79,719

361,185

53,079

232,531

447.43

1,809.93

07/04~07/10

82,748

443,933

74,471

307,002

755.77

2,565.71

07/11~07/17

79,556

523,489

84,822

391,824

938.14

3,503.84

07/18~07/24

48,647

572,136

65,975

457,799

731.88

4,235.73

07/25~07/31

90,111

662,247

90,663

548,462

1,616.05

5,851.77

08/01~08/07

80,310

742,557

82,625

631,087

1,548.04

7,399.82

08/08~08/14

64,697

807,254

65,038

696,125

1,215.66

8,615.48

08/15~08/21

77,609

884,863

81,508

777,633

1,325.79

9,941.27

08/22~08/28

124,001

1,008,864

88,599

866,232

973.28

10,914.55

08/29~09/04

110,022

1,118,886

91,983

958,215

1,445.82

12,360.37

09/05~09/11

79,240

1,198,126

100,363

1,058,578

1,085.57

13,445.93

09/12~09/18

77,094

1,275,220

94,096

1,152,674

1,037.16

14,483.09

09/19~09/25

52,559

1,327,779

55,337

1,208,011

782.48

15,265.58

09/26~10/02

131,395

1,459,174

92,635

1,300,646

1,147.85

16,413.42

10/03~10/09

87,284

1,546,458

102,175

1,402,821

1,157.49

17,570.92

10/10~10/16

81,305

1,627,763

101,174

1,503,995

1,045.68

18,616.60

10/17~10/23

67,660

1,695,423

91,252

1,595,247

872.24

19,488.83

10/24~10/30

72,552

1,767,975

80,448

1,675,695

870.43

20,359.26

10/31~11/06

59,589

1,827,564

64,933

1,740,628

691.17

2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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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제6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의2에 근거하는 고용안정사업으로서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고
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법」상
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14) 후생노동성에서는 전자
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이라고 부른다.「 고용보험
법」제6조는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
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 된
다.「 고용보험법」제6조 제1호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사람을, 제3호는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일정 기간 이상의 고용유지를 위
한 휴업과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고용보험법」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
람에게는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미
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창설된 것이
다.16)17) 이 두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로서 후자의 경우에는 ‘휴업’만이 인정된다는 점을 제외
하고는 지급 요건과 지원 수준 등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요
건 중에서 특징적인 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14) 지원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 사업주도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주가 아니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와 잠
정임의적용 사업주도 대상 사업주가 된다.
15)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전신은 2020년 3월 10일에 취해진 ‘긴급특정지역특별고용안정지원금’이다.
‘긴급특정지역’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듯이 이 지원금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특히 심각한 지
역을 지정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휴업수당을 지
급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0년 3월 10일에는 홋카이가 유일한 대상지역었는데,
2020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제도의 적용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 명칭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변경되었다.
16)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진 고용조정지원금제도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
17) 이 지원금을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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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 및 수준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활동의 축소’와 ‘고용
유지조치’ 요건이다.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이 두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먼저 사업활동 축소 요건에 대해서 보면,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는 생산지표(생산량, 판매량,
매출액 등 사업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에 의한 요건(생산량 요건)과 고용지표(고용보험 피보험
자의 수 및 파견근로자에 고용량을 나타내는 지표)에 의한 요건(고용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하는데, 특례조치에서는 고용량 요건18)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생산량 요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첫 회의 고용유지조치의 신고 전 3개월간의 월평균치가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는지를 통해서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
는 대상기간의 초일이 긴급 대응기간(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있는 경우에는 생산지표
가 휴업한 달, 휴업한 달의 전달, 휴업한 달의 전전달 중에 어느 한 기간에 전년동기대비19)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생산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보면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휴업, 교육훈련, 사외파
견 중 하나를 실시하여야 한다.20) 원칙적으로는 휴업과 교육훈련의 경우 판정기초기간21)에서

18)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의 축소가 인정되려면 고용지표에 있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파견근로자 고
용량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치가 전년동기대비 일정 범위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일정 범위 이상 증가하는 경우란 전년동기대비 고용량이 5% 이상이면서 6명 이상 증가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완화되어 고용량이 10%를 넘고 4명 이
상 증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9) 전년동기대비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전의 동기대비 또는 1개월~1년 전 사이의 동기대비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20)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여야 하는데, 원칙상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로서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인 근로자여야 한다. 이번 특례조치에서
는 계속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1) 휴업과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실적을 1개월 단위로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휴업 등의 실적을 판정하는 1개월 단위의 기간을 ‘판정기초기간’이라고 한다. 월급
의 경우 판정기초기간은 매월 월급지급 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다음 임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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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延)일수가 대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연일수의 1/20(중소기업) 또는 1/15(대기업)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적용 사업장 단위에서 볼 때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고
용보험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소정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의 사람 등),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과의 합산 중 어느 하나만의 고용유지조치의 연일수가 대상 근로자 소정
근로일수의 1/40(중소기업) 또는 1/30(대기업)로 완화되었다.22) 휴업의 경우에는 그 휴업이 1
일 근로일 전체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내에 당해 사업장의 대상 근로자 전원에 대해서 일제히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단시간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 전원에 대해서
‘일제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부문·부서별 일제 단시간 휴업, 같은 근무조 단위
의 일제 단시간 휴업(예: 8시간 3교대제를 6시간 4교대제로 하여 2시간분을 단시간 휴업으로
처리),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사람들만의 일제 단시간 휴업도 인정하고 있다.23)
일본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사외파견을 고용유지조치
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외파견은 일본에서는 출향(出向)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사용
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제3자의 지휘 명령
에 따라서 상당기간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그룹 내 관계 회사 간 등에서
인사교류, 업무제휴, 직무훈련, 고용조정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진다. 이러
한 관행에 근거하여 일본에서는 사외파견근무를 고용조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고용유지조
치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사외파견근무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1개월 이상 1년 이내로 기간 요건을 완화하였다.24) 일본 정부
22) 휴업 등의 일수를 산정할 때 판정기초기간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
업 등의 일수에서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의 시수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23) 단시간 휴업의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https://www.mhlw.go.jp/content/000632949.pdf 참조.
24) 사외파견근무가 고용유지조치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중요
한 것을 보면, ① 사외파견이 당해 기업 간에 맞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 ② 사외파견을
하는 기업과 사외파견을 받는 기업 사이에는 조직적·자본적 관련성 등에서 보았을 때 서로 독립적일 것,
③ 사외파견을 받는 사업주가 사외파견의 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
한 날 사이에 그 사업주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이직시키고 있지 않
을 것, ④ 사외파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복귀할 것, ⑤ 고용유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사외파견
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사외파견하지 않을 것, ⑥ 사외파견을 하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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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사외파견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회사와 잉여 인력이 발생한
회사 간에 이른바 ‘워크 쉐어링’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5)

지원 수준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액의 절대 상한, 지원한도일수, 지원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특례
조치에서는 이들 세 가지가 모두 상향되었다. 먼저 지원액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1인 1일당

8,370엔(한화 약 8만 9,500원)인 것을 1만 5,000엔(약 16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다음으로
지원한도일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휴업 등의 시작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 1인당 100일분
의 휴업(또는 직업훈련)을 한도로 하고 있는 것을 이번 특례조치에 의해서 긴급 대응기간(4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는 반드시 100일의 한도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지원율도 대
폭 인상하였다.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휴업수당 등 임금부담분의 1/2(대
기업) 또는 2/3(중소기업)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
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휴업수당 등 임금부담분의

3/4(대기업) 또는 10/10(중소기업)을 지급하고,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휴업수당
등 임금부담분의 2/3(대기업) 또는 4/5(중소기업)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해
고 등’이라고 함은 ① 직접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해고하
는 것뿐만 아니라 ② 직접고용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업
주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것, 그리고 ③ 당해 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되
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관한 당해 근로자 파견계약을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당해 사업주의 사
정에 따라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④ 판정기초기간의 말일에 고용되
어 있는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포함) 및 파견되어 있는 파견
사외파견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부담할 것, ⑦ 사외파견근로자에게는 사외파견 전의 임금과 동일한 액수
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⑧ 사외파견을 하는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사외파견을 받지 않을 것, ⑨ 사외파견을 받는 사업주는 사외파견을 받는 기간 동안 자사의 근
로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사외파견을 하지 않을 것 등이다.
25) 지원 업무는 공익재단법인 산업고용안정센터가 담당하는데, 주로 인력 매칭과 상담 등의 한다. 지원
내용에 관한 상세는 https://www.mhlw.go.jp/content/11600000/00068258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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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가 2020년 1월 24일부터 판정기초기간 말일까지의 각 월말 당해 사업장 근로자
수 평균의 4/5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요건(이른바 ‘고용유지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

■ 고용유지지원금의 문제점과 제도 개편 요구
위에서 본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서 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등을 한 경우 그 기간 동
안 휴업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연히 지원금 지급을 받는 자도 사업주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사업주이다.
그런데 2020년 2월과 4월에 연이어 특례조치가 발표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번잡
함에 대한 고충이나 지급절차 지연 등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유지원금제
도의 한계, 즉 휴업수당의 선지급에 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 사업주의 자발적
신청 의지 부족 등에 대한 문제, 이에 따라서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휴업상태에 있는 이
른바 ‘숨겨진 휴업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새로운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고
용유지지원금제도에는 우리「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
은 직접지급 방식의 지원금이 없다.26)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기된 것이 이른바 ‘간주실업제도’를 적용하자는 것
이다. 이러한 제안은 2020년 4월 7일 ‘생존을 위한 코로나 대책 네트워크’라는 시민 단체가
발표한 ’생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31개 긴급 제언’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이미 2011년
26) 우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제2문은 2013년 법 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이다. 이는 제1문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및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수당 이상의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요건이기에, 휴업수당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
험자인 근로자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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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재해 시의 간주실업이 적용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번 코로나19
로 인하여 휴업상태에 있는 휴업근로자를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하자는 것이다.27) 이후 5월 7일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적용과 지급
절차의 신속화와 함께 간주실업제도의 적용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긴급성명의 형태로 제기되었다.28)

■ 간주실업제도의 역사와 내용29)
간주실업제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매우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급의 휴업상태를 실업상태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근거해 실업
급여(일본 실업보험제도 및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구직자급여’라고 함)를 지급하는 제도가 일본
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53년이다. 당시 실업보험제도는 오로지 실업급여만이 존재하였기 때문
에 당시의 정책 입안자들은 실업급여에 준하여 소득보장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간주실업제도는「 실업보험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라 1953년에 제정된
「 1953년 6월 및 7월의 대수해에 의한 피해 지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
한 실업보험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당시 서부 일본 지역에 대규
모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보험의 적용 사업장이 피해를 입고 부득이하게 휴업하는 경우
에 그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서도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휴직상태를 이직으
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실업급
여는 6개월의 피보험기간만 갖추면 일률적으로 180일을 수급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가 특례
이직표를 발행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실업인정을 함으로써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 이 법
27) 生存のためのコロナ対策ネットワーク, 홈페이지 참조(http://forlife-c.jp/policyrecommendations)
28) 日本弁護士連合會, 홈페이지 참조(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
year/2020/200507.html).
29)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濱口桂一郎, “緊急コラム 新型コロナ休業への公的直接給付を
めぐって”를 참조(https://www.jil.go.jp/tokusyu/covid-19/column/010.html#re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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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대상 기간과 대상 지역을 한정한 특례법이었기 때문에, 이후 1959년에「 1959년 7월 및

8월의 수해 및 1959년 8월 및 9월의 풍수해에 관한 실업보험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59년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휴업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직업안정기장이 ‘휴업의 확인’을 한 뒤에
휴업표를 교부하는 것에 의하여 이 휴업을「 실업보험법」의 적용상 실업으로 간주하는 형태
로 법이 정비되었다. 휴업을 실업상태로 보아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일본「 근로기
준법」제26조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에 대해서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 60% 이
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은 사용
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이해되기 때문
이다. 즉, 일본에서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 재해 발생에 의한 휴업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간주실업제도가 창설된 것이다.30)
이와 같이 기간 및 지역 한정의 특례입법이 항구적인 조치로 된 것은 1963년「 실업보험
법」개정에 의해서 동법 부칙에서「 격심(激甚)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31)에서 정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휴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둔
것에 기인한다.「 격심(激甚)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자급여에 관한 특례’)에서는 격심한 재해를 당한 지역으로서 시행
령에서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
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휴업에 이르게 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으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실업보험법」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실업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었다. ‘간주실업’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조항에서 유래하였다.
30) 현행「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것은 1974년인데,「 고용보험법」의 전신은 1947년에 제정된「 실업보험
법」이다. 그런데 고용안정사업은 현행「 고용보험법」의 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으로「 실업보험법」
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31) 이 법률의 목적은 “재해대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현저하게 격심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재정지원 또는 피재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조치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
다.「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재해’를 “폭풍, 회오리바람, 호우, 번개, 홍수, 산사태, 지진, 해일, 분화,
기타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기타 그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이에 유사한 시
행령에서 정하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
는 원인이란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 다수의 조난을 수반한 선박의 침몰 기타의 대규모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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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격심(激甚)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제25조는 2011
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熊本)지진, 2018년 홋카이도 지진, 2019년 태풍 제19호
등의 경우에 활용되었다.

■ 새로운 직접지급지원금제도의 창설
간주실업제도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재해대책기본법」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따
른 휴업에 대해서는 간주실업제도가 적용될 수 없었다. 즉,「 재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코
로나19 사태를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법체계상의 난점에 직면하자 일본 정부는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
금에 있어서 새로운 직접지급제도를 창설하는 방침을 정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6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렇게 제정된 법률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임시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률은「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의 특례로서 두 가지의 직접지원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
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사람에 대한 것과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고용유지지원금이 통상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 대응
하는 것이다. 행정 실무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형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대응 휴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이라고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
는 지원금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급부금’(이하‘급부금’이라 함)이라고 한다.
이 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받
지 못한 채 휴업을 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수준은 휴업 전 평균임금의

80%로 휴업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일액 상한이 1만 1,000엔(약 11만 6,000원)이고 월액
상한 33만 엔(약 347만 원)이다.32)
3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지원금’ 중 일액으로 8,33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한 재정부담은 일
반회계로 충당되는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급부금’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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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설된 개인 지급형 휴업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요
건, 번잡한 절차가 없다. 근로자가 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계좌확인 서류, 급여확인 서류와 함
께 지급요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도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급요건
확인서는 원칙적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확인서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업시킨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서 등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지급요건확인서 작성에 사업주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급요
건확인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이 사업주에 대해서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한다.

■ 새로운 직접지원금제도의 지급실적과 문제점
후생노동성이 집계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0년 11월 11일 현재 ‘지원금과 급부금’의
지급신청건수 누계는 64만 5,235건이며, 지급결정건수는 누계 51만 1,911건이다.33)
이를 주별 및 주별 누계로 보면 실적은 당초의 예상을 훨씬 밑돈다. 11월 5일 현재 지급결
정액은 누계 3,672만 8,557엔(약 3억 8,900만 원)인데, 이 지원금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제2
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5,422억 엔(약 5조 7,4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
초 예상보다 훨씬 신청 건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청기간의 마감이 2021년 3월 3일
까지라는 점과 11월 5일 현재 미지급 건수가 약 15만 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조하다
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에 관해서 아직 상세한 분석이 나와 있지 않
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용자가 지급요건확인서 작성을 꺼리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지급요건확인서에는 사업주가 당해 휴업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난이 있는데, 사업주가 후자를 확인하게 되면 이후「 근로기
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급요건확인서의 작성을

33)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stf/kyugyoshienkin.html#gai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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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지원금·급부금’의 지급실적
기간(주)

지급신청건수(건)

지급결정건수(건)

누계

지급결정액(천 엔)

누계

누계

~07/16

4,134

4,134

0

0

0

0

07/17~07/23

12,760

16,894

817

817

101,127

101,127

07/24~07/30

19,636

36,530

2,830

3,647

315,625

416,752

07/31~08/06

23,057

59,587

10,811

14,458

950,330

1,367,083

08/07~08/13

27,367

86,954

12,601

27,059

1,043,777

2,410,860

08/14~08/20

33,784

120,738

18,207

45,266

1,523,262

3,934,122

08/21~08/27

44,763

165,501

22,854

68,120

1,910,355

5,844,477

08/28~09/03

50,847

216,348

24,285

92,405

1,906,183

7,750,659

09/04~09/10

49,522

265,870

29,265

121,670

2,295,847

10,046,506

09/11~09/17

55,072

320,942

33,810

155,480

2,563,110

12,609,616

09/18~09/24

50,631

371,573

21,578

177,058

1,601,547

14,211,163

09/25~10/01

93,826

465,399

34,889

211,947

2,555,610

16,766,772

10/02~10/08

37,976

503,375

51,749

263,696

3,952,523

20,719,296

10/09~10/15

46,931

550,306

56,213

319,909

4,298,704

25,018,000

10/16~10/22

38,847

589,153

58,663

378,572

4,328,230

29,346,230

10/23~10/29

27,635

616,788

56,338

434,910

4,270,180

33,616,410

10/30~11/05

23,347

640,135

40,865

475,775

3,112,148

36,728,557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34)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협력하지 않아서 그 상태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이후
관할 지방노동청이 이를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이때 사업주가 “휴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청이 이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사
를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일단 지급하지 않음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미 제도 시행 직후부터 관련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었다.35)

34) 東京新聞(2020.10.9), https://www.tokyo-np.co.jp/article/60615
35) 청년층의 노동빈곤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NPO법인 POSSE(http://www.npoposse.jp/)의 대표
인 今野晴貴의 2020년 8월 5일자 Yahoo News 기사를 참조(https://news.yahoo.co.jp/byline/kon
noharuki/20200805-001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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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급요건확인서의 기재는 단지 지원금의 지급요
건 확인을 위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제26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새롭게 홍보하고 있다.36) 하지만 지원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한 휴업과「 근로기준법」제26조의 휴업수당의 미지급이라는 요건이 갖추
어져야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제26조 위
반이라는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제도 시행 직후부터
지적이 있었지만,37)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여전히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맺음말
우리「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제2문의 고용유지지원금(이른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
지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위에서 본 지원금 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한계점도 명확하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
유’의 요건, 휴업 또는 휴직에 관한 고용유지 조치의 요건, 휴업수당 부지급(또는 감액 지급)
에 관한 요건 등이 매우 엄격하고, 휴업수당의 감액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사업체가 이 제
도를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
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매달 사업주가 지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금의 수급 여부가 오로지 사업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보완을 고민하는 데 위에서
36)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https://www.mhlw.go.jp/content/11600000/000689991.pdf). 이 안
내문을 보면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통지서상의 근무예정일, 해당 월의 근무일정표 등을 통해서 객관
적으로 휴업의 사실이 뒷받침되고 사업주가 이러한 근무 상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 휴업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휴업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37)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 대해서는 濱口桂一郎, “緊急コラム 新型コロナ休業支援金／給
付金の諸問題”를 참조(https://www.jil.go.jp/tokusyu/covid-19/column/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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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일본의 사례는 의미 있는 시사점 또는 반면교사를 준다. 첫째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라는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간주실업제도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 하
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실업급여는 그 재원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에 의
해 충당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고용유지사업은 사용자의 보험료만으로 충당되기 때문
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없다면 근로자의 직접신청과 직접수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용
하는 데 사용자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간주실업제도는 이
직 간주와 취업 개시 간주라는 ‘간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의 실업급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근로자의 직접신청과 직접수급 형태로 개편할 때 그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라는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근로자가 수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가지는 휴업수당 지급 채권을 국가
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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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이민자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와
관련 연구동향 및 시사점
신선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 너 나 할 것 없이 가혹한 인구절벽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독일은 오히려 8,280만 명이라는 동서독
통일 이후 최대의 인구규모를 기록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인구
급감 및 초고령화,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염려가 날로 현실
화되어 가던 독일에서 그야말로 모두가 반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출생률이 급격히 늘어났거나 사망률이 갑자기 낮아졌을 리 만무한 상황에
서 무엇이 이런 의미 있는 소식을 가져다 준 것일까? 놀랄 만한 숫자의 이
면에는 바로 난민들이 있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5년 유럽에서 역
사상 유례없는 난민 위기가 발생하자 독일 정부는 어느 유럽 국가보다 먼
저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5년에 약 90만 명, 2016년에는
약 30만 명의 난민 인구가 독일에 유입되었다.1) 또한 독일은 탄탄한 산업
1)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약 1,200만 명의 시리아계 강제 이
주자가 생겨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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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과 낮은 실업률이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탱하여 경제적 이민자들 역시 대거 순유입(純流
入)되어 온 나라이다.2) 이에 더해, 난민이나 이민자의 경우 연령대가 낮고 출산율이 높은 성

향을 보여 인구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점이 상승작용을 부추겼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성장과 노동력 공급에 기여하는 난민과 이민자의 유입이 마냥 반길
수만 있는 성질의 것일까? 그들의 독일행을 두고 독일 내에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
던 것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사실 이에 대한 논란은 필자가 본고를 쓰고 있는 현 시
점에서도 여전히 뜨겁다)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팽팽한 대립의 중심에는 두 가지의 큰 이
슈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세출(歲出), 즉
경제적 비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과연 사회적·문화적으로 온전히 통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3) 그리고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현실
적 당면 과제는 그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유럽, 북유럽 및 북미 등의 이른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를 일찍이 겪은 나라에서는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매우 다양
한 형태의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증
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결정이 제도 수립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경제학자들
은 각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다
(Cohen-Goldner and Eckstein, 2008). 필자는 본고를 통해 난민과 이민자의 조기취업 및
정착을 위해 추진되어 온 해외의 정책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한 노동
경제학 내 최근 주요 연구들을 정리한다. 또한 이에 더해 필자가 그동안 노동경제학자로서 난
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며 생각하고 느낀 바 역시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난민과 이민자의 조기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발전시켜 온 곳은 바로 북유럽이다.4) 그중 특히 덴마크의 사례가 많은 학자의 주목을 받아 왔
2) 난민(refugee)과 경제적 이민자(economic migrant)는 분명한 정의에 의해 뚜렷하게 구분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Beaman(2011), Becker and Ferrara(2019), Brell et al.(2020) 및 Shin(2021)을 참고
하기 바란다.

3) 독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독일은 난민 관련 비용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약 208억 유로(약 27조
4,603억 원)를, 2018년에는 약 230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4) 또한 스웨덴 고용부 산하의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 평가연구소(Institute for Evaluation of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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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덴마크는 정부 차원의 난민 및 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 대한 언어 교
육, 직업 교육, 직무 훈련,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덴마크의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Clausen et al.(2009)
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착지원 프로
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구직기간이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나는 모습이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관
찰되었기 때문이다.5) 즉,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이들의 조기취업에 되
려 방해가 되었다는 얘기다. Clausen et al.(2009)은 이러한 의외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
른바 ‘자물쇠 효과(lock-in effect)’의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경제학에서 자물쇠
효과(또는 ‘잠금 효과’)란 정부가 지원하는 적극적 취업 유도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s)의 참여자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등을 이수하느라 오히
려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구직활동에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많은 경우 교육 및 훈련의 대가로 정부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이
를 보다 오랜 기간 수령하기 위한 의도로 고의로 취업을 미루는 (stay-in a program) 경우 역
시 자물쇠 효과 발로(發露)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자물쇠 효과’라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장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는 프로그램 세부 구성
항목 중 특히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교육 및 훈련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는 내용, 시수(時數) 등을 최대한 작은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 개
개인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경영학 전반을 다
루는 6개월짜리 교육보다는 각론들을 따로 나누어 1개월짜리 교육 6개로 분할하는 것이 프
로그램 참여자로 하여금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는 얘기다.6)
Market and Education Policy : IFAU)는 난민과 이민자의 정착지 노동시장 편입에 관한 연구를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5) 고용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고용보조금 지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직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lausen et al., 2009).
6) 이렇게 할 경우 물론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
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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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다수의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성실한 참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
도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자로서는 ‘교육을 받
는 대신 지원금을 수령하는, 즉 직장은 없지만 나름의 안정된 상황’을 굳이 일찍 끝낼 뚜렷한
유인이 없는 것이다. 특히 난민의 경우 이들을 수용한 정부가 주택, 의료, 교육 등 생계 일체
를 책임지기 때문에 자물쇠 효과가 더욱 견고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사례 역시 흥미롭다. 노르웨이 또한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난민
과 이민자를 위한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는데, Kvinge and Djuve(2006)의 연
구에 의하면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형태의 고용보조금 지급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그 효과성에 있어서 집단별로 뚜렷한 이질성이
관찰되었으며, 아시아와 동유럽 출신자들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사실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노동인구, 그중에서도 특히 난민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령, 학력 수
준, 현지 언어 구사능력, 모국에서 가졌던 직업의 종류, 경력, 전문성 및 숙련도 등의 측면에
서 매우 큰 이질성을 보인다(Shin, Forthcoming 2021). 따라서 이런 그들을 ‘난민 혹은 이민
자’라는 명칭으로 단순히 크게 연결지어 묶는 것은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의
측면에서 분명 지양되어야 할 일이다. 핀란드에서 수행된 Sarvimäki and Hämäläinen(2016)
의 연구 역시 개개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보다 세분화된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중
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프로그램 운영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단순 집체(集
體)교육 등은 해외 유입 노동인구의 조기취업에 매우 비효과적일 수 있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웨덴 정부가 난민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 상담 및 코
칭 프로그램 역시 눈여겨 보아야 할 사례들 중 하나이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
터 난민을 수용해 온 스웨덴은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제공해 오고 있으나, 2006년 실시한 자체 평가에 따르면 프로그램 종료 후 3년 이내에 취업
을 한 경우가 전체 프로그램 참가자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프
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된 스웨덴 정부가 2006년 파일럿 프로그램의 형태로 도입한
것이 바로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집중 상담 및 코칭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개인 단위로 최
적화된 정착 설계(integration planning)를 할 수 있고, 설계된 계획안을 실행함에 있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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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주체 측에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
별화된 집중 상담 및 코칭에는 당연히 큰 규모의 인력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
는 난민과 이민자 지원 담당직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맡아야 하는 담당건수(caseloads)를 기
존 약 200건 수준에서 40건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 Joona and Nekby(2012)의 연구는 이 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집중 상담 및 코칭이 프로그
램 참여자들의 취업 확률을 약 6%p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제 태평양 건너로 눈을 돌려 이른바 ‘ 이민자의 나라 ’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
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난민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1979년에 시작된 Matching Grant
Program(MGP)이다. MGP는 미국에서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이 높은 난민을 우선
적으로 선발하여 취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차별점을 지
닌다. MGP의 참여자들은 영어 수업, 직업 교육, 직무 훈련 등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
간 동안 통·번역 서비스, 고용주와의 분쟁 해결 등 소위 ‘사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필자는
Shin(2020)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MGP의 효과성을 분석하
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MGP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 확률을 약 13%p 가량 높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필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MGP의 구성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모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조기취업’이라는 분명하고 유일한 목표하에서 설계되고
실행된다는 점이었다.7) 모든 영어 수업은 노동시장과 취업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도록 분명
하게 명문화되어 있고, 초기 정착지 내의 잠재적 고용주와 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 프로
그램 역시 운영된다. 또한, 개별 난민이 모국에서 가졌던 직업의 종류, 경력, 전문성 및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직업군을 설정한 다음 이에 특화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 고용주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한 가지 필자를 놀라게 했던 장치는 바로 MGP의 보상체계에 있었다. 상술하였듯이 난
민의 경우 이들을 수용한 정부가 주택, 의료, 교육, 생활비 등 생계 일체를 책임진다. 따라서
일부 난민의 경우 조기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7) 물론 MGP가 단순 ‘조기취업’만을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일자리의 질적인 측
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조기취업에 성공한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업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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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MGP는 이와 같은 ‘참여 태만’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 의료, 교육, 생활비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기관으로부터 이양
받아 개별 난민의 MGP 참여도에 따라 조건부로 직접 제공한다. 따라서 MGP에 참여하는 난
민으로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구직활동에 임해야 할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유인이 생기는 것
이다. 미국의 경우 난민의 조기취업률이 북유럽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필자는 이와 같은 엄격
한 보상체계와 상대적으로 짧은 초기 정착지원 기간이 상술한 ‘자물쇠 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MGP의 또 다른 특장점 중 하나로는 본국에서 면허 혹은 특정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했던 난민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면허 혹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인증 및 재인증(recertification 혹은 re-credentialing) 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전문직종 종사 경험자에 대한 인증 및 재인증은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
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MGP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난민 노동력이 미국에서 경력단절
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오랜 세월 동안 운영되면서 마주했을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발판 삼
아 진화를 거듭해 온 MGP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교훈과 시사점을 안겨 준다.
필자가 거주했던 독일에서 난민 위기 직후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 왔던’ 난민들은 당시 분
명 엄청난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이들을 두고 여러 상반된 목소리가 병
존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독일 미래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는 시선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난민, 그리고 이민자들이 ‘부담’이 아닌 가능성 높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초
기 정착을 돕는 적극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지원책의 운영에는 막대한
세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해
외의 정책사례들과 이에 대한 노동경제학자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역시 의미 있는 교
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물쇠 효과의 발생 가능성 인지,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및 능
동적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분명하고도 엄격한 보상체계 구축, 교육 및 훈련의 구성 요소 세
분화, 깊이 있는 개인(혹은 가구) 단위의 상담, 단순 집체교육의 지양, 전문직종 종사 경험자
에 대한 빠른 인증 및 재인증 등이 필자가 본고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바이다. 미국에 정
착한 난민들의 사례를 연구한 Evans and Fitzgerald(2017)에 따르면 정착 이후 20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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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난민들은 수용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보다 약 2만 1,000달러(약

2,300만 원)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들에게서 성장을 위한 새로
운 동력을 찾는 것이 결코 헛된 꿈을 좇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잘 짜인 정착지원 프로
그램을 통해 그들이 떨리는 손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을 든든히 도와줄 수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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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전공 박사과정)

■ 머리말
2020년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CNN이나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1월 8일 현재 바이든 후보는 전국 선거
인단 538표 중 279표를 확보하여 과반수를 획득하였다.1) 그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214표
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아직 2021년 1
월 차기 정부 출범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선거 결과로는 바이든 후보
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디슨 리서치 실시)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많
이 꼽은 관심사는 경제문제(35%)로 인종불평등(20%), 코로나19(17%) 문제보다 더 유권자
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차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제 재개 문제가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제문제는 노동정책과도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노선은 상극을 달리고 있다. CNN 기사에 따르면,
1)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 2020 / 11 / 03 /us/elections/results-president.html?a
ction=click&pgtype=Article&state=default&module=styln-elections- 2020 &region=TOP_
BANNER&context=election_rec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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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바이든 당선인은 집권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들을 뒤집으려는 계획을 갖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 두 진영의 노동정책 노선 역시 정반대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
하면, 바이든 정부하에서의 급진적인 정책노선 변경은 노동 분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하에서 노동정책은 어떠한 형태를 보이게 될까? 이 글에서는 바이든 대
통령 당선인의 홈페이지3)에 제시된 정책 비전을 토대로, 차기 바이든 정부에서의 노동정책을
그려 보았다.

■ 팬데믹과 일자리 정책
바이든 캠프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경제 재건과 관련해 크게 4가지의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 및 기술 분야에서 고임금의 조직화된 일자리를
수백만 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도의 공급망을 구축할 것. 둘째,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경제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대처할 것. 셋째, 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의 돌봄·보육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돌봄
및 교육노동 부담을 줄여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인종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
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러스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무리하게 경제를 재개하
려 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대선 과정 내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우선시했다. 따라서 경제
재개 프로젝트 역시 코로나19 관련 문제 해결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과 [그림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된 2017년 1월 이래 미국의 전체 고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까지 비농업 부문 고용은 1억 5천만 명, 실업률은 4% 전
후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래로 미국 노동시장이 휘청거리고 있

2) CNN(2020.11.8), “Biden plans executive actions that would undo Trump’s policies”, Retrieved
on Nov.8.2020, https://www.cnn.com/2020/11/08/politics/biden-first-day-executive-actions/
index.html

3) https://joebid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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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농업부문 고용 및 전일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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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계절조정된 수치임.

[그림 2]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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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다. 지표상으로는 회복 추세에 있지만, 현재 경제 재개가 팬데믹의 위험을 감수하고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노동 이슈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문제이다.
코로나19가 처음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3월 이후 미국 각 주에서 봉쇄조치가 이어졌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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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서비스, 배달, 식료품, 육류가공 등 많은 부문의 노동자들이 필수 분야라는 이유로 팬데믹
의 최전선에 놓여야 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이라는 점에서 이는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상 2차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
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더욱 악화될 상황이 높으며 이미 바이든 캠프에서도 이를 주
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는 필수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의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 개인 보
호장비 및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둘째,「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 Act)」을 통해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필수노동자의 접근권
을 확대할 것, 셋째, 작업장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 넷째, 일선 필수
노동자에 대한 특별수당(premium pay)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특별수당의 경우,
필수노동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민주당 상원이 제시한 ‘영웅 기금(Heroes Fund)’
마련 제안에 맞춰 과감한 보상을 약속하였다.
또한 바이든 캠프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제조업 발전과 묶어 강조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바이든 캠프에서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 조직화와 긴밀히 연결된
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전반적인 일자리 공약은 유노조·고숙련·안전성에 기반한다. 특히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국적 기업 및 월가 투자자들에게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었다고 비판하며, 이 자원을 미국 내 산업 혁신과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투자하겠다고 주장
하였다. 또 바이든 캠프는 중소기업 강화와 청정에너지 및 첨단 산업에의 강도 높은 투자를
약속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 비중을 높일
것이라 예고하였다. 또한 정부 투자를 받는 기업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도록 압박
할 계획도 발표하였다.
일자리 투자와 함께 바이든 캠프는 진로 및 기술 교육에 대한 강도 높은 투자를 예고하였다.
특히 가구소득 12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3,900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립
대학 학비를 면제할 것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해 500억
달러(약 55조 5천 950억 원)를 투자하는 한편 지역사회, 대학, 노조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겠
다고 선언하였다. 이 정책은 특히 유색인종이나 여성 등 소외계층 지원에 큰 방점을 두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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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인상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근거하여
책정된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천 원)이다. 이는 2009년 이래로 변하
지 않았다. 더욱이 팁을 받는 팁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은 2.13달러(약 2천3백 원)에 불과
하다. 바이든 당선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 6천 원)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웠다.4) 또한, 팁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수화하겠다고 밝
혔다.
이미 2019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
는「 최저임금 인상법안(Raise the Minimum Wage Act)」이 통과된 바 있다.5) 바이든 캠프는
상원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 이
외에도 바이든 캠프는 노동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 실업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과 관련해 바이든 캠프는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short-time compensation program)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명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실직 대상이 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
가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캠프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당시 27개 주
가 이 프로그램을 채택한 바 있는데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토록 추진하겠다

4) https://joebiden.com/empowerworkers/
5) CNBC(2020.11.9), “The US is clower than ever to a $15 federal minimum wage after Biden
win”, Retrieved on Nov. 09. 2020, https://www.cnbc.com/2020/11/09/the-us-is-closer-to-a15-federal-minimum-wage-after-biden-w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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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히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캠프는 근로시간 단
축 보상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나아가 바이든 당
선인은 이 프로그램을 보다 개혁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0% 연방
금융 지원, 고용주의 헬스케어 비용 추가 부담에 대한 세금공제 지원, 근로시간 단축 범위 제
한, 기업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에 대해 바이든 캠프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좌초되어 온 오바마케어를 부
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헬스케어가 모든 이들의 권리라 주장하면서, 바이든 캠프
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뜻을 밝혔다. 특히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할 만한
중소기업에도 한층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일찍이 바이든 캠프는 돌봄 프로그램(caregiving programs)에 7,750억 달러(약 863조 7
천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6) 이를 통해 아동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
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지역사회에 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센터에 금융
구제,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양육세 공제, 돌봄노동에 대한 혜택 제공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바이든 캠프는 긴급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급병가(emergency paid sick leave)를 파
트타임 노동자, 긱노동자, 독립계약자 등 모든 노동계층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7) 유급 가
족휴가 및 병가를 12주까지 제공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특히 팬데믹 국면에서 유급휴가 12
6) New York Times(2020.7.21), “Biden announces $775 Billion plan to help working parents
and caregivers”, Retrieved on Nov.7.2020, https://www.nytimes.com/2020/07/21/us/politics/
biden-workplace-childcare.html

7) NBC Washington(2020.11.9), “Here’s what president-elect Joe Biden wans to include in
a coronavirus stimulus bill ” , Retrieved on the Nov. 9 . 2020 , https://www.nbcwashington.
com/news/coronavirus/heres-what-president-elect-joe-biden-wants-to-include-in-acoronavirus-stimulus-bill/246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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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
릅쓰고 일터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캠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
업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재기 프로그램(comeback package 또는 restart
package)을 제공하여 노동자 유지, 재고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패키지에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8) 개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는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던 기존 프로그램을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노동자 조직화 지원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미국의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계속 낮은 편이었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전에도 노조 조직률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그리고 이렇다 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두 지표는 지금까지도 하락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동 조직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하에서 노동계의 저항은
강한 편이었다. [그림 4]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파업 참여인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집권 1년차인 2017년과 팬데믹이 극심했던 올해를 제외하고, 2018~19년에는 대규모의 파
업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든 캠프는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 조직화 지원을 우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
웠다. 특히 바이든 캠프는 미국 중산층의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노조 강화를 통
한 노동자 보호를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캠프는 기업의 노동법 위
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화를 막기 위해 연
간 10억 달러(약 1조 1,120억 원)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반노조 캠페인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
할 예정이다.

8) 소상공인,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의 대기업에 인건비·임대료·모기지 및 부채 상환
목적의 비용을 대출하되, 고용을 유지할 경우 탕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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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변화(2010~19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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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4] 파업(Work stoppage) 참여인원 수
(단위 : 천 명)
300

250

200

150

100

50

0
2017.01

2017.04

2017.07

2017.10

2018.01

2018.04

2018.07

2018.10

2019.01

2019.04

2019.07

2019.10

2020.01

2020.04

2020.07

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캠프는「 단결권보호법안(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PRO Act)」을 상원을 통과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올 초 하원을 통과한「 PRO Act」는 조직화
에 보복하는 기업에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여러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단체교섭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9) 그에 따라 다수 노동

9) The Washington Poast(2020.2.6), “House passes bill to rewrite labor laws and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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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서명을 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토록 하는 카드체크(card check)10) 역시 바이든
정부하에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유니언숍을 금지하는「 단결강제금지법(Right
to work Act)」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단결강
제금지법」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친노동 정책
추진은 공화당 텃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긱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
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토록 하는「 AB5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우버 등 관련 기업들은 이를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하에서 긱노동자를
포함해 독립계약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조건 개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캠프는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교섭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탄생은 연방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의 구성 변화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에 따
르면, 트럼프 정부에서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공화당계 3명과 민주당계 1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다른 민주당 몫 1명은 아직 비어 있다고 한다.11) 공화당계가 과반
수를 점한 상황에서 NLRB의 의사결정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하에서 NLRB의 구성이 다시 민주당 우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 친화적
정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unions”, Retrieved on Nov.9.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2/06/
house-passes-bill-rewrite-labor-laws-strengthen-unions/
10) 노동자 과반수의 대표권을 위임하는 카드를 받은 경우 연방노사관계위원회(NLRB)의 노동조합 인증
선거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제도
11) Politico(2020.11.8), “What a Biden victory will mean for the American workforce”, Retrieved
on Nov. 8 . 2020 , https://www.politico.com/news/ 2020 / 11 / 08 /biden-victory-americanworkforce-4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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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및 인종별 격차 해소
[그림 5] 16세 이상 전일제 노동자들의 성별 주당 중위소득(2017년 이후)
(단위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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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계절조정된 수치가 아님.

[그림 6] 16세 이상 전일제 노동자들의 인종별 주당 중위소득 (2017년 이후)
(단위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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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계절조정된 수치가 아님.

[그림 5]는 트럼프 정부하에서의 성별 소득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권 동안 격차
가 더 벌어지지는 않았다. 사실 성별 소득격차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깊은 사회적 모순
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2020년 미국에서는 팬데믹 이외에도 흑인인권운동(Black Lives
Matter : BLM)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바 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 외에도 고용, 소득, 보험
혜택 등에 있어 인종별 격차는 두드러졌다. [그림 6]에서도 나타나듯 백인과 아시아인들에
비해 흑인 및 히스패닉의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트럼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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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성별 및 인종별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지 않았다고 해도, 바이든 캠프에서는 줄곧 트럼
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릴리 레드베터 평등임금법(the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을 통해 임금차별 문제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바이든 캠프는 이를 계승하여 임금격차 해
소와 임금차별 철폐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급여공정법(Paycheck Fairness Act)」
을 통과시켜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상을 주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임금
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하며, 단체교섭 활성화를 통해 협상
의 균형추를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급여 이외에도 바이든 캠프는 직장 내 차별 및 괴롭
힘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임신노동자평등법(the Pregnant workers
Fairness Act)」,「 직장내괴롭힘금지법(the Bringing an End to Harassment by Enhancing
Accountability and Rejecting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BE HEARD) Act)」등을
시행하여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소유 중소기업에 투
자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교육 및 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수
립했다.
인종문제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캠프는 인종차별 해소에 관한 방안을 내세웠다. 인종과 관
계없이 공정한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의 기업가에게 기술 및 자
원 접근 혜택을 주는 등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투자할 뜻을 밝혔다.

■ 맺음말 : 향후 바이든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전반적으로 바이든 캠프의 공약을 토대로 예상해보면, 차기 바이든 정부의 노동정책은 트
럼프 정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겠다는 계
획은 미국 노사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자와 노동조합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친노동
정책기조가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며,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노
동정책 시행, 무역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노동 친화적인 NLRB 구성 등 몇 가지 기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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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12)
하지만 동시에 이 기사는 향후 노사관계를 장밋빛 미래로만 점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
다. 이전 클린턴 및 오바마 정부 당시에도 친노동 정책들이 공약으로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바 있다. 고용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미국 민주당 역시 자본
가들 및 금융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노동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되리
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또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
화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1년 1월 실시될 결선투표를 통해
과반 정당이 가려지겠지만, 상원의 과반을 공화당이 가져갈 경우 노동정책들은 계속해서 강
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12) Politico(2020.11.8), “What a Biden victory will mean for the American workforce”, Retrieved
on Nov. 8 . 2020 , https://www.politico.com/news/ 2020 / 11 / 08 /biden-victory-americanworkforce-4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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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과 스웨덴
정부의 녹색 예산안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경영대 조교수,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 연구원)

■ 머리말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그린딜(Green Deal)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럽연
합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을 이루어 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
며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유럽 그린딜의 핵심 목표인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앞장서 왔으며 전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
는 목표(Fossil Free Sweden)를 가지고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강력한
녹색 재출발 예산안(A powerful and green restart package: 이하 ‘녹색 예산안’)’이라 이름
붙이고 산업의 녹색화, 녹색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글에서는
유럽 그린딜과 스웨덴 정부의 2021 녹색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들 정책이 비슷한 방향성을
지닌 한국판 그린뉴딜에 주는 시사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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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그린딜
2019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제시하였다.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한화 약 1,318조 6,300억 원)를 투자 및 유치
할 계획 -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 이다.
이번 그린딜은 주요 중점분야 목표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 실행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
로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는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의 4개 주요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제시했다. 네 부문 모두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즉, 유럽연합 그린딜은 단순히 환경을 고려한 탄소배출 절감 환경정책이 아니라
‘화석연료 이후’의 시대에도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경제정책이라
고 보아야 한다.
탄소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둔 4개의 주요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분야
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의 퇴출과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목표
로 내걸었다. 특히,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년)과 유럽연합 국가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 등을 구체적인 활
동 분야로 제시했다.
산업 및 순환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활용률을 높여 순환경제로의 전
환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
소배출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활동의 녹색화를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건축 분야에서의 목표는 각 국가 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고효율 단열재

1) European Commission(2020),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
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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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친환경 건축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인증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
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양 및 항공 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 편입
하여,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판매금지 등을 205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부
문에 집중된 육상 화물을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철도, 해상, 운하로 전환하는 한편, 자율주
행 차량과 커넥티드 차량, 스마트 도로와 같은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럽 그린딜에는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었다.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제도 도입과 함께 구체적
인 전략, 행동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3월 초에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 목표인 2050년
까지 기후중립 달성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유럽기후법」이 제안됐다. 여기에 담
겨 있는 내용은 EU의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1990년 대비 50~55% 감축),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안)(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등)을

2021년 6월까지 제안,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로를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회원국의 행동이 기후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
위원회가 해당 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강제성 부여 등이다.
이후 3월 말에는 회원국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경제 행동계획’이 발
표됐다.2) 이 계획은 순환경제와 기후중립과의 시너지 효과를 중요시하면서 플라스틱 제품 사
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소비자에게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소비자 권리
강화, 생산자가 제품의 전 생애에 걸쳐 성능을 책임지는 수선권리 수립,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 제시, 식품서비스에서 일회용 포장·식기류 저감, 과대포장 및 포장재 규제를 포함한 폐
기물 감축 로드맵 제시 등을 다룬다. 5월에는 2030년까지 유럽 생물다양성이 본격적인 회복
추세로 전환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2) European Commission(2020),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83933814386&
uri=COM:2020:98: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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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됐다.3) 이 전략에는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일관성 있는 유럽
권 자연네트워크 구축, 법적 구속력 있는 유럽연합의 자연보전 목표 설정,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소, 강물 복원, 비료 사용 20% 감소, 30억 그루 식목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복원
하는 구체적 조치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외
출금지, 휴교, 재택근무 등)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국(체코, 폴란드 등)은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 등
EU의 강력한 기후·환경정책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를 더욱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유럽 그린딜을 계획대로 진
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앞으로의 경제회복 계획에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을 핵심 사항으로 부각시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회복이 유럽 경제를 단순히 이
전의 경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디지털 경제로 완전히 전환시
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0년 7월 17~21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코
로나19로 인한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1조 8,243억 유로(약 2,405조 5,767억
원)를 조성하고, 이 중 30%(5,500억 유로, 약 732조 1,673억 원)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투
자하는 등 유럽 그린딜, 디지털 경제화,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회복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
분하기로 했다.

■ 2021년 스웨덴 정부의 녹색 예산안
최근 스웨덴 정부는 강력한 녹색 재출발 예산안(Powerful Green Restart Package)으로 불

3) European Commission( 2020 ), “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 https://ec.europa.eu/
info/strategy/priorities- 2019 - 2024 /european-green-deal/actions-being-taken-eu/eubiodiversity-strategy-2030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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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4) 이 예산안에는 유럽 그린딜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정책
과 전략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이번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
를 입은 경제를 회복하고,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기후변화, 환경문제, 실업 등)를 해
결하여 위기 이후 보다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경기회복, 고용진작을 위해 광범위한 친환경 관련(산업 녹색화, 녹색일자리 강화 등) 투자, 복
지 강화,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2021년 1,050억 크
로나(약 13조 3,518억 원), 2022년 약 850억 크로나(약 10조 8,086억 원) 규모의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야당인 중앙당·자유당과의 협의
를 통해 만들어졌다.
예산안 중 녹색화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스웨덴 정부는 녹색 회복 계
획(Green recovery initiatives)에 97억 크로나(약 1조 2,334억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5)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자연환경 회복을 위해서 산업 및 소비의 녹색화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녹색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확보, 자연생태계 다양성 확대 등이 스웨덴 경제와 환경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
강조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동시에 산업 녹색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 재구조화 계획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로 강조한 분야는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대 문제이다. 최근 5년간 스웨덴에서
멸종위기종이 늘어나고 있으며(11% 증가), 스웨덴 정부는 그 원인을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
한 기후변화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는 방안을 내놓았는
4)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20), “Budget Bill for 2021: Working Sweden out of the crisis
– together,”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9/budget-bill-for-2021working-sweden-out-of-the-crisis--together/

5)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20), “Green recovery will lift Sweden out of dual crisis,”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9/green-recovery-will-lift-sweden-outof-dual-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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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 저인망 어업 금지로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계획하는 또 다른 조치는 습지 복원사업이다. 정
부는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100만 톤이나 된다는 사실(스웨덴 내 개인 차
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을 지적하며 습지 복원이 온실가스 발생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조한 분야는 지속가능한 수송 및 교통체계 확대다. 스웨덴은 탄소세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내
교통(대중교통 및 일반 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여전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이라
는 점을 지적하며, 2018년 당근과 채찍(Bonus-Malus) 정책을 내놓았다. 당근과 채찍 정책
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채찍),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입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당근) 정책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차량(전기차 및 하이브리
드)의 확대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정책을 더욱더 강
화하여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화물수송 수단을 차
량에서 철도로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수송 분야를 더 깨끗하고 더 싸며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열차를 활용하여 친환경 화물수송을 하는 국영기
업인 그린카고(Green Cargo)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예산안에
는 가정 내 에너지 효율성 문제 해결, 지자체의 녹색화 역량 강화, 초국가적 기후변화 협력 등
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스웨덴 정부가 녹색 예산안에서 강조한 분야 중 인상적인 것은 순환경제와 관련된 내용으
로 유럽 그린딜에서 다룬 순환경제 행동계획과 큰 방향성을 공유한다. 스웨덴 정부는 순환경
제 확대를 위해 다음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6)
① 지속가능한 생산과정과 제품설계 과정을 통해 순환경제에 기여, ② 지속가능한 소비활
동의 촉진으로 순환경제에 기여, ③ 유독물질과 환경유해 요소 없는 물품 생산을 통해 순환경
제에 기여, ④ 순환경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되 경제성장의 동인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경제

6)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20), “Sweden transitioning to a circular economy,” https://
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7/sweden-transitioning-to-a-circular-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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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들은 혁신과 연구개발 노력 경주.
이 핵심분야에는 열 가지의 행동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생
산자 모두 순환경제 확대를 위해 기존의 행동양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 책임감 있
는 행동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2021년 1억 크로나(약

127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 녹색일자리 창출
스웨덴은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스웨덴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자료7)에 따르면, 2008~09년 세계 경제위기
직전까지 스웨덴의 녹색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08년 4년간 11%의 상승폭을 보였
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녹색일자리의 수는 큰 증가 없이 소폭의 증가를 해왔다. 녹색일자
리 중 재생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는 2010년 이후 감소하여 약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
졌고, 폐기물 관리 분야는 같은 기간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생겨났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녹색일자리 확대를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
다.8) 2017년 산림청 및 25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녹색산업 분야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
회를 조직했고,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민자 및 장기 실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2018년 예산안에는 녹색일자리 강화가 포함되었는데 산업 통상부 장
관인 미카엘 담베리(Mikael Damberg)는 실업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
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 내 장기 실업자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녹색산업 분야가 존재한다며 그 예로 등산로 개선, 벤치 청소 등의 환경 관리 분야를
7) SCB( 2017 ), “ Almost 72 000 green jobs in Sweden, ”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environment/environmental-accounts-and-sustainabledevelopment/system-of-environmental-and-economic-accounts/pong/statistical-news/
environmental-goods-and-services-sector-2015/
8) Regeringskansliet(2017), “Gröna jobb för långtidsarbetslösa och nyanlända,” https://www.
regeringen.se/artiklar/2017/12/grona-jobb-for-langtidsarbetslosa-och-nyanl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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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2020년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보다 강화된 녹색일자리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9)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20년 가을에 스웨덴 전역에 608개의 녹색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실업률 개선에 도움을 줄 것
이라 전망했다. 스웨덴 정부는 수정 예산안을 통해 2020년 동안 1억 5천만 크로나(약 190억

7천만 원)를 이 녹색일자리 정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스웨덴 정부는 현재 숙련 기술이 없는
장기실업자 및 이민자들이 구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적합한 산업 분야를 녹색산업이라 보고 있다. 녹색일자리 정책을 통해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민노동자의 기술 및 취업 가능성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사
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맺음말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 국가들을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로 전환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큰 장애물에도 불구
하고 유럽 그린딜은 다양한 시행계획과 법·제도적 조치 등을 마련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
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유럽연합 국가권 내 온실가스 제로화라는 야심 찬 목표하에 세
부적인 과제를 두고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하에 스웨덴도 2021년
예산안을 강력한 녹색 재출발 예산안으로 이름 붙이고 산업의 전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의 주요 목표 및 예산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의 이번 예산안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유
럽 그린딜의 방향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스웨덴을
지금보다 더욱 환경친화적이며,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0년 7월 한국 정부도 유럽 그린딜과 스웨덴의 녹색 예산안과 유사한 목표를 가진 한국

9)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20), “Green jobs for nature across the country,” https://www.
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7/green-jobs-for-nature-across-the-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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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
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이 설정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고
용 확대와 같은 성장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녹색 예산안
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 역시 산업의 녹색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스웨덴 정부가 활용해 온 녹색일자리 정책은 환경 보호와 관련한 산업 내
일자리 창출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고, 어떤 방식으로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유도하여 고용 창
출을 해낼 것인지는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럽 그린딜과 스웨덴의 녹색 예산안은 탄소 제로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기존 환경정책
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기조를 발전·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그린뉴딜은 장기적인 탄소 감
축목표시한을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의 환경·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럽 그린딜과 스웨덴의 녹색 예산안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규정하
고 있으나 한국의 그린뉴딜은 순환경제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재활용 관
련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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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미국 :뉴욕주, 노조가 있는 요양원 간호사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노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낮아
2020년 9월 10일에 미국의 보건 전문 학술지 헬

할 수 있을 것이다.

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

위와 같은 근거에 초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르면, 뉴욕주의 경우 노조가 설립된 요양원(nursing

연구는 요양원에 의료 종사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home)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노조가 없는 요양

지 여부가 코로나19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

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사

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뉴욕주에 있는 355개 요양

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 해당 연구는 코로

원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

나19 사망자의 40% 이상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

과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 노동조합이 있는 요양원

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며, 이러한 현실은 요양원 환

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약 1.7%p 낮은 것으로 나

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

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노동조합과 코로나19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때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의료 종사자가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개인 보호장

한 이후에도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를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원

이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의 감염 통제 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위와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1)

같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작용

1) Dean, Adam, Atheendar Venkataramani, and Simeon Kimmel(Pre-print), “Mortality Rates From
COVID-19 Are Lower In Unionized Nursing Homes”, Health Affairs .

미국 : 캘리포니아주,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보상 근거 기준 완화
2020년 9월 1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되

(Gavin Newsom)은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코로나

는 보상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19에 감염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근거

한 주정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는 근무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1) 이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찰이나 소방관, 또는 다른 필수(essential) 공무

경우 다른 곳이 아닌 작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

를 수행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되었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해당 보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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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비용과 코로나19 감염으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보상 프로

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간 손실에 대한 임금을 보

그램을 신청하였고,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으

상한다. 해당 법안은 긴급 법안(urgency bill)으로

로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 프로그램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의 혜택을 받았다. 해당 부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적용되는 통상적인 법안과 달리 통과 즉시 곧바로

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보상 프로그램의 혜

효력이 발휘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 및 노사관계

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4만 명이

1) The LA Times(2020.9.17), “Californians who contract COVID-19 at work get additional help under
new law”, Retrieved on October 4th, 2020,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0-09-17/
california-workers-compensation-covid-19-new-law

미국 : 노동조합들 미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최근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기사
따르면1)

구체적으로, 이 제소에서 주장한 미 노동법/노동

미국의 거대 노동조합들이 국제법 위

정책의 실패는 두 지점으로 나뉜다. 우선, 1935년

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고 한다.

만들어진 전국노동관계법에 기반한 낡은 법제들로

이번 제소는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미국노동총

인해 긱노동이나 계약노동 등 많은 노동계층을 보

동맹 산별노조회의(AFL-CIO)를 주축으로 이루어

호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둘째, 노동자 보호에

졌으며, 미국 노동법 및 시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와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팬데믹 내

함께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노동권 약화를 중점적

내 지속되었다는 점이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노동

는 정육산업(meatpacking) 등을 필수산업으로 지

자(essential workers)들이 사실상 강제 현장노동

정해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문을 열도록 강요했지

을 통해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꼬

만, 정작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규정 발급에는

집었다. AFL-CIO 위원장 리처드 트럼카(Richard

미온적이었다. 관련 산업 노동자들 대다수가 흑인

Trumka)는 “COVID-19는 미국의 노동권 위반을

이나 히스패닉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인종차별 논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위반이 사람들의 죽음으로 귀

란도 일어났다. 그 외에도 팬데믹 초기 노조 집행

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부 선거를 감독하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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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Relations Board : NLRB)의 업무를 중단시

적으로 인권보장 문제에 관해 여러 정부기관에 정

키면서 기업이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배

치적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소

려한 점, 안전 관련 우려를 표명한 노동자를 해고할

문안 작성을 도운 노동법 전문가 랜스 컴파(Lance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재량권을 준 점 등도 제소 사

Compa)는 “미국이 국제 노동규범을 얼마나 많이

유로 꼽혔다. 조지타운대학의 조셉 맥카틴(Joseph

어겼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노동규

McCartin) 교수는 “거론된 예시의 양이나 세부정보

범 준수를 강조할 미국의 발언력이 매우 약해질 수

수준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제소는 매우 놀라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준”이라고 주장하며,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

이에 대해 미 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청(Oc-

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록

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ILO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제소

OSHA),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는 공식적인

는 미국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결과

논평을 거부했다.

1) The Washington Post(2020.10.7), “U.S. accused of violating international labor laws, forced-labor
protections in new complaint”, Retrieved on Oct 23th,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
business/2020/10/08/international-complaint-worker-protections/

미국 : 바이든 당선을 통해 노조들이 그리는 장미빛 전망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코앞으

tion of Fire Fighters)의 경우 민주당 경선 때부터

로 다가옴에 따라 대선 이후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바이든을 제일 먼저 지지했던 노동조합으로 위원장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인 해럴드 샤이트버거(Harold Schaitberger)는 “역

가 친기업 및 반노동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온 것과

대 가장 친노동·친노동자 정부가 될 것”이라며 지

달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상대적으로 보

지를 표했다. 또한 바이든은 40여 년간의 정치 경

다 노동친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험을 통해 여러 노조 지도자와 오랜 관계를 맺어 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미국 노동조합들의 표현에서

고 있으며, 그중 두 명이 이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 기

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섯 명이 민주당 정책 권

사에서 미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바이든의 승리

고안을 만든 태스크포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곧 노동조합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

그에 따라 노조 지도자들이 바이든 내각에 들어갈

하였다.1)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바이든은 노동 조

국제소방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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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 및 단체협상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별도의 워

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노조들은 대통령 선거 못

킹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의 오

지않게 11월 선거에서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랜 보좌관인 스티브 리체티(Steve Richetti)는 2주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원 다수당이 되는지

마다 노조 지도자들과 회동을 하여 의견을 교환하

에 따라 산적한 노동 관련 법안들이 원활하게 처리

고 있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바이든의 친노동 행보와 인적 네트워크는

또한 바이든이 무조건 친노동 성향이라고만 보

많은 노조로 하여금 장밋빛 전망을 갖게 하였다. 특

기에도 무리는 있다. 이 기사에서는 바이든이 상원

히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의원 시절 많은 노조가 반대했던 북미자유무역협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주길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정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때에

예가 단결권보호법(Protecting the Right to Orga-

는 노조 결성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자 자유선택법

nize Act : PRO Act)이다. 즉, 단체교섭권을 대폭 확

안(Employee Free Choice Act)」을 통과시키지 못

대하는 한편 연방노동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강한 제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의 기후

재를 내려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일리노이대학 어바나

계획은 광업 및 제조업 일부 노동자들의 우려를 낳

샴페인 캠퍼스의 노동연구 프로그램 소장인 로버트

고 있다.

브루노(Robert Bruno)는 노조가입 증가가 많은 노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은 노동계에

동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향후 민주당이 진보적 경제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

노선을 달성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들은 바이든의 당선이 10% 안팎으로 떨어진 노

하지만 정권교체가 된다 해도 오랫동안 정체되어

조 조직률을 끌어올려 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온 노조 조직률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의

고 있다.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앞서

문이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막대한 정치자본을 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조들의 기대가 실현될 수

요 노동법 개혁에 쓸 만큼 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든과 그 팀을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1) Politico(2020.10.9), “Unions predict a great awakening during a Biden presidency”, Retrieved
on Oct 24th, 2020, https://www.politico.com/news/2020/10/09/unions-biden-administration
-42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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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연방노동사회부(BMAS), 2021년 예술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보험료율을 4.4%로
인상 예정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2021년에 적용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4.2%

될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을

였던 사회보험료의 보험료율은 다소나마 인상이 불

4.4%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

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예

혔다.1)

술가의 사회보험료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보조

독일이 예술 분야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운영

금 형식의 연방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상폭을

중인 예술가 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

조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에는 2020년 현재 약 19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

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방기금의 부담부분(20%)

다. 이 사회보험을 통해서는 법정의료보험, 요양보험

이외에 긴급 보조금 형식으로 약 2,300만 유로(약

및 연금보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형

301억 4,500만 원)의 연방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예술가 및 저널리스트들이

4.7%까지 인상이 이루어졌어야 할 보험료율의 인상

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속적 근로자와 마찬

폭을 크게 낮추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보조금을 통

가지로 사회보험료의 절반(50%)을 피보험자인 예술

해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술가 사회보험료의

가 및 저널리스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방지하고자

료의 나머지 절반 중 20%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

하였으며,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예술가들을 보호할

로 충당하며, 나머지 30%는 예술가 또는 저널리스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

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료

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는 1년간 자영업자로서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납부

2020 년 10 월 20 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상안

가 이루어지며, 보험료율은 연방 내각(Bundeska-

을 발표한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2021년「 예

binett)의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는 연방노동사회부

술가 사회보험료 시행령(Künstlersozialabgabe-

(BMAS)의 장관령(Ministerverordnung)으로 매년

Verordnung 2021)」의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새롭게 결정되고 있다.

관련 부처 및 단체들의 참여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예술 및 창작 분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행령은 늦어도 2020년 연말까지 연방법률공보
(Bundesgesetzblatt)를 통해 공표되어야 한다.

1) BMAS(2020.10.20), “Künstlersozialabgabe steigt im kommenden Jahr leicht auf 4,4 Prozent”,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 /kuenstlersozialabgabe-steigt-imkommenden-jahr-leich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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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20년 8월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 전년대비 3.1% 감소
독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년 8월 말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

있으며, 근로자 수가 증가한 화학 제품 제조업 역

분야의 종사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방역 제품의 생산이 증

이는 지난 2019년 8월 말과 비교해 약 17만 9천

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코로나19 사태가

명(-3.1%) 정도 줄어든 것이다. 전년대비 근로자

독일 제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의 증감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로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를 기록한 것

2020 년 8 월에 지급된 제조업 종사자의 급여

이다. 다만 전월(2020년 7월)에 비해서는 거의 변

는 약 222 억 유로로 전년동월대비 5 . 7 %가 감

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530명).1)

소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2019년 8월 통계치에

(Kurzarbeitergeld)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종사

비해 제조업 분야의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근로자 수

자 수의 감소도 고려되어야 하는 관계로 실제 수령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속 생

한 급여의 감소폭이 5.7%에 달하는 것은 아니다.

산 및 가공 분야에서 -5.7%로 가장 크게 급감하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독일 근로자의 노동시

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종에서도 5.4%

간 감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0년 8월 한

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속제품 생산 업종

달간 독일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6억 1백만 시간

의 경우에도 4.5%의 근로자가 줄어들었으며, 전자

으로 2019년 8월에 비해 10.7%가 감소했다. 2020

장비 제조업과 기계 설비업은 각 4.2% 감소한 것으

년 8월의 근무일이 전년대비 하루가 적었던 것도

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에도 비슷한 수준인 4.1% 감소가 있었다. 반면 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통해 근로시간

학제품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5%

을 단축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근로시간이 많

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고용현황은 코

1) Destatis(2020.10.15), “Beschäftigte im Verarbeitenden Gewerbe im August 2020: -3,1% zum
Vorjahresmonat”,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10/PD20_406_421.html

100_

2020년 11월호 <<

세계노동소식
스웨덴 : 정부, 코로나19 확산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침 완화를 시행
스웨덴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는 2020

군에게 적용되었던 특별지침(가급적 접촉을 피하

년 9월 24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최근 증가하

고, 상점 및 대중교통 이용자제)을 폐기하였다. 대

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

신 해당 그룹에 속한 이들은 (연령과 질병 유무와

에게 코로나19 관련 보건안전지침을 준수할 것을

관계없이 준수해야 했던) 기존의 보건안전 일반지

재차 강조했다.1) 스웨덴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다

침을 따르게 된다. 보건안전 일반지침의 내용은 변

르게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경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몇 주간 다시 코로나19 확

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 머물

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며 가능하면 집에서 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뢰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전보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공공보건청의 리사 브루어스

보건안전지침을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Lisa Brouwers) 연구원은 공공보건청의 통계에 근

한편 업무 성격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직원이

거하여 노인과 위험그룹에 속한 이들에게 내려졌던

재택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주의 협조를 요

엄격한 지침으로 인해 약 1,000명의 생명을 구했을

청했다. 또한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 행사 등을 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보건청은 이

제하고, 손씻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친구들을 껴안

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권고를 강

는 등의 밀접 접촉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요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안전지침의 개정 및 추

건사회부 장관 레나 할렌그렌 역시 고령자들이 그

가 조치 등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존의

동안 격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만 나왔다. 특히 지난 8

일상을 돌려줄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0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한편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또 다른 큰 변화는 집

예상되었던 집단행사 모임인원 제한완화(50명에서

단 행사의 참석자 인원제한이 완화(50명에서 300

500명으로 확대) 조치에 관한 내용 역시 빠졌다. 보

명으로)된 것이다. 지정된 좌석이 있고, 참석자 간

건사회부 장관 레나 할렌그렌(Lena Hallengren)은

에 최소 거리 1미터가 유지되는 행사에는 300명까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정부가 해당 조치 실시 여부

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변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해 주었다.

경 사항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나이트클

9월 24일 기자회견 이후 스웨덴 내 코로나19 확

럽과 술집 등 지정된 좌석 및 거리를 확보할 수 없

산은 지속되었으며 스웨덴 정부는 10월 22일 코로

는 기타 집단 행사는 50명 인원제한을 유지하기로

나19 보건안전지침 개정안을

내놓았다.2)

우선, 70

하였다.

세 이상의 고령자 및 코로나19로 중증질환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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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Local(2020.9.24), “Work from home, don't hug your friends': Swedish PM Stefan Löfven's
warning as coronavirus cases rise”, https://www.thelocal.se/20200924/work-from-home-donthug-your-friends-swedish-pm-stefan-lfvens-coronavirus-warning

2) The Local(2020.10.22), “Sweden scraps additional coronavirus recommendations for over-70s and
risk groups”, https://www.thelocal.se/20201022/sweden-scraps-coronavirus-recommendationsfor-over-70s

영국 : 정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대응하여 새로운 고용지원계획을 발표
2020 년 3 월 봉쇄정책 이후 시행해 온 ‘ 코로

3)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평소 임금의 73%를 보장

나19 고용유지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받게 된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 봉쇄정

Scheme) ’ 이 10 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영국

책 등으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동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영국 정부는 이

자에게 최소 근무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기업의 부

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인 ‘고용지원계획(The Job

담분도 없으며, 정부가 임금의 67%를 노동자에게

Support Scheme)’을 발표하였다.1)

지급한다.

기존의 고용유지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한편 최소 2021년 1월까지 강제휴직 노동자를

휴직(furloughed) 처리된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의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는 휴직자 1인당 1,000파운

80%(최대 월 2,500파운드, 한화 약 380만 원)를

드(약 15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한 2단계

보장해2) 왔다. 반면, 10월 22일 발표된 새로운 고

봉쇄정책이 시행된 지역의 숙박·식당 및 여가 관련

용지원계획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평소

업체에는 월 최대 2,100파운드(약 315만 원)를 지

근무시간의 최소 20% 이상을 근무하여 그에 대한

원하고, 3단계 봉쇄정책이 시행된 지역의 기업에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줄어든

월 최대 3,000파운드(약 450만 원)를 지원한다.

80% 임금의 61.67%와 5%를 각각 부담함에 따라

1) The Guardian(2020.10.22), “Changes to the coronavirus job support scheme in England explaine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oct/22/changes-to-the-coronavirus-job-supportscheme-in-england-explained

2) 3~7월 중에는 정부가 임금의 80%를 모두 부담하고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및 연금 부담분도 정부가 지급하였으나, 8월부터 점차 기업의 부담분을 늘려 왔다. 이에 따라 10월에
는 임금의 60%만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 20%와 국민보험료 및 연금 부담분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3) 즉, 총 임금 기준으로는 정부가 약 49%, 기업이 약 4%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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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싱크탱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 완화를 위해 임금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지나친 고연봉에

제한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시간당 11파운드(약 1
만 7천 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대해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영국의 진보 싱크탱

오토노미는 임금상한제 도입에 관한 여론과 관련

크 오토노미(Autonomy)가 주장했다.1) 오토노미

하여 시장조사기관 서베이션(Survation)이 시행한

는 영국의 소득 불균형이 OECD 국가 중 9번째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54%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 16만 파운드(약 2

가 임금상한제에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29%에

억 4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상위 1% 고소득 노

불과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최고 연봉을

동자의 임금만 제한해도 9백만 명에 달하는 중저소

제한할 경우 그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69%의

득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응답자가 10만~3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4억 5

보다 구체적으로 연간 임금을 18만 7천 파운드(약

천만 원)를 선택하였다.

2억 8천만 원)로 제한할 경우

최저임금2)을

시간당

한편 현재 상위 1% 고소득 노동자가 영국 총 소

10.5파운드(약 1만 6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여

득세의 3분의 1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력을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

들의 소득을 제한할 경우 조세수입이 급감할 수 있

득불균형이 특히 심각한 예술 및 여가 관련 산업의

다는 지적에 대해 오토노미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

경우, 상위 0.64%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2천여 명

절감과 조세 회피 감소 등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의 임금을 25만 1,760파운드(약 3억 8천만 원)로

덧붙였다.

1) The Guardian(2020.10.8), “Cap excessive pay to tackle UK job crisis and inequality, urges thinktank”,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20/oct/08/cap-excessive-pay-to-tackle-ukjobs-crisis-and-inequality-urges-thinktank

2) 현재 영국 내 2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파운드(약 1만 3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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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송, 항공, 숙박, 식음료, 개인서비스 및 레저서비스 산업
어려움 지속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2020년 10월 14일 새

용비중이 13%에 불과한 해당 5개 산업에서 발생

로운 부분 봉쇄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번 봉쇄조치

하였다. 여름부터 반등이 있었지만 이는 일부 산업

의 여파는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시행되

에 국한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8

었던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월 말 가구단위 문화 및 여가 지출은 위기 이전 대

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이

비 35% 감소했다. OFCE 경제학자들은 3분기에 회

미 심각한 영향을 받아 온 산업은 다시금 타격을 입

복했던 해당 산업이 4분기에는 다시 어려움을 겪

보인다.1)

같은 날 발표된 프랑스 경제

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단위 2020년 4분기 교통

전망연구소(OFCE)의 발표2)에 따르면 코로나19

비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0% 낮을 것으로 예상되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인 운송, 항공, 숙박,

며 숙박 및 식품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지출은 각각

식음료, 개인서비스 및 레저서비스는 여전히 프랑

32%,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봉

스 GDP의 9.4%를 차지한다. GDP의 1/3이 감소

쇄조치로 인한 소비 저하는 2020년 말까지 프랑스

한 지난봄에 비해 이번 가을의 경제적 충격은 작을

총 소비의 4.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연

테지만 동일한 산업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말까지 해당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부분실업제도 활

OFCE에 따르면 해당 5개 산업은 이미 2020년 상

용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반기 6개월 동안 활동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그

것으로 보인다. OFCE는 호텔 및 레스토랑 직원의

중 2개 부문(숙박 및 요식업 그리고 항공 산업)은

16%가 4분기에 부분실업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50% 이상의 하락세를 경험했다. 2020년 상반기에

예측했다.

을 것으로

임금 일자리 70만 개가 감소했으며, 이 중 1/3이 고

1) Les Echos(2020.10.15), “Coronavirus : les secteurs déjà très affectés par la pandémie vont encore
souffrir”,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conjoncture/coronavirus-les-secteurs-dejatres-affectes-par-la-pandemie-vont-encore-souffrir-1255807
2) OFCE Policy Brief 78(2020.10.14), “Perspectives Économiques 2020-2021”, https://www.ofce.
sciences-po.fr/pdf/pbrief/2020/OFCEpbrief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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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코로나19 위기로 일부 직군 인력 채용에 어려움 겪어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위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다. 코로나

기로 인해 2020년 8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19 발생 이전까지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

예측했다.1)

하지만 노동부는 10월 8일 발

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1년 이후로 2019년

통해 구직난뿐 아니라 인력난 또한

까지 지표가 더 나빠진 적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장 관리자

다. 구인이 가장 어려운 직군은 전기 또는 전자 분

나 작업 감독자 등의 직군은 위기 이전의 채용수준

야의 제도사, 기계 및 금속가공 기술자, 건물 및 공

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작업 엔지니어, 현장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모든

이라고
표한

연구2)를

노동부 통계부서인 Dares와 고용센터(Pôle

직군에 대한 지표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emploi)는 실업자 1인당 구인건수를 기준으로 채

하더라도 직군 또는 부문별 코로나19 위기가 미친

용규모, 근로조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 등에 대한

영향이 동일하지 않음이 나타났다.

1) Les Echos(2020.10.8), “Coronavirus : malgré la crise, des difficultés de recrutement demeurent”,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coronavirus-malgre-la-crise-des-difficultesde-recrutement-demeurent-1253870
2) Dares(2020.10.8), “Les tensions sur le marché du travail en 2019”, https://dares.travail-emploi.
gouv.fr/dares-etudes-et-statistiques/etudes-et-syntheses/dares-analyses-dares-indicateursdares-resultats/article/les-tensions-sur-le-marche-du-travail-en-2019

핀란드 : 정부, 새로운 코로나19 지침 발표
2020년 10월 15일, 핀란드 정부는 코로나19의

고 새로운 지침을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새로 변경된 지침을 발

전략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코

표하였다.1)

보건부 장관 크리스타 키우루(Krista

로나19 관련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

Kiuru)는 핀란드의 코로나19 상황이 예전보다 심

세의 추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개입하

각하며 새로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병

안에는 재택근무 권고 유지도 포함되었다.

원 입원은 2주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지침을 개정하

과학문화부 장관 아니카 사리코(Annika Saarikko)는 재택근무에 관한 전국적인 지침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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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이 지침은 연말에 검토될

린이, 청소년을 위한 취미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

것이라고 밝혔다.

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핀란드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는 코로나19의 확

한편 리 안델손(Li Andersson) 교육부 장관은 학

산세가 높은 지역에서의 집단 행사를 금지하는 것

교 교육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되, 원격학습은 최후

역시 포함되었다. 집단 행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상

의 수단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실

황이 ‘확산단계(Spreading phase)’에 있는 지역에

시하는 원격학습은 지역 각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서는 참석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며, 이는 정부의

하며, 무엇보다도 대면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3단계 전염병 계획에서 가장 높은 경계 단계다. 한

교내에서 위생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편 정부는 성인들의 취미활동 및 스포츠 등의 참석

유지하며 마스크 사용에 대한 학교의 방침을 따르

인원 수는 지역 자치단체에 의해 제한될 것이나 어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 Yle(2020.10.15), “Finland urges people to work from home until 2021 as Covid cases spike”,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land_urges_people_to_work_from_home_until_ 2021 _as_
covid_cases_spike/11597194

일본 :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최고법원 판결 엇갈려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규직 측에서 제기한 5개 항목의 수당을 모두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1)

2020년 10월 1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우편

한편 10월 13일 최고재판소는 오사카의과약과

(日本郵便)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50여 명이 정

대학(大阪医科薬科大学)과 도쿄메트로(東京メト

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ロ)의 자회사인 메트로코머스(メトロコマース)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우편은 전체 노동자 약 38만

비정규직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

명 중 절반가량인 18만 4천여 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한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 아사히

이들은 정규직이 받는 부양수당과 휴일수당, 연말

신문은 이 판례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본 사회의 비

연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고재

정규직 처우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

판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다른 것은

이 있다고 보도했다.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으며,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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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朝日新聞(2020.10.15),「 非社員の待遇差“不合理”最高裁、手当や休暇認める」, https://digital.asahi.com/
articles/ASNBH54S1NBGUTIL06J.html?iref=pc_ss_date
2) 朝日新聞(2020.10.14),「 最高裁“不合理でない” 非正社員の退職金・賞与なし 一部命じた高裁判決、変更
さ」,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657156.html?iref=pc_ss_date

일본 : 쟁의건수 268건으로 과거 최소치 기록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8월 6일「 2019년 노동

감소), 참가인원은 1만 1,609명(전년대비 2,349명

쟁의 통계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4%) 증가)이었다. 노동손실일수는 1만 1,002

2019년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간에

일(전년대비 9,525일(644.9%) 증가)이었다.

발생한 모든 노동쟁의(이하 총쟁의)건수는 268건

쟁의행위를 수반한 쟁의를 산업별로 보면, 의료/

이었다. 이는 2018년 320건에 비해 52건(16.3%)

복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우편업 10

이 줄어든 것이며, 195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

건, 제조업이 9건 순이었다. 행위 참가인원은 의료/

다.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 단체의 총 참가인원 수

복지가 6,5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업/우편업

는 10만 5,340명으로 전년에 비해 1,998명(1.9%)

이 5,919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2,819명

이 증가했다. 한편 총 쟁의건수 중 실제 쟁의행위를

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손실일수는 운수업/우편업

수반한 쟁의건수는 49건(전년대비 9건(15.5%) 감

이 7,199일로 두드러지게 많았고, 이어서 도매업/

소), 총 참가인원은 5만 7,345명(전년대비 6,307명

소매업이 3,185일을 기록했다.

(12.4%) 증가)이었다.

요구사항별로 보면 ‘임금’에 관한 사항이 127건

쟁의행위를 형태별로 보면 대부분이 ‘파업’인 것

(전년대비 35건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총

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나절 이상 파업' 건수는 27

쟁의건수의 47.4%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이어서

건(전년대비 1건(3.8%) 증가), 참가인원은 5,345

‘조합보장 및 노동협약’에 관한 사항이 97건(전년

명(전년대비 4,390명(459.7%) 증가)이었다. ‘반나

대비 9건 증가), ‘경영·고용·인사’에 관한 사항이

절 미만 파업’ 건수는 33건(전년대비 9건(21.4%)

86건(전년대비 31건 감소)으로 나타났다.1)

1) ビジネス·レーバー·トレンド 2020年10月号(2020.9.25),「 争議件数は268件で過去最少 労働争議
―厚労省調査」, https://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0/10/0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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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가 더 큰 피해 입어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노동자가 훨

은 데다가 올해는 오히려 하락해 상하이시 평균임

씬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1) 중국에서

금의 61.34%에 불과한 8,071위안(약 135만 원)을

는 여성노동자의 70% 정도가 숙박업, 요식업, 도

기록하였다. 상하이시 평균임금은 2020년 들어 다

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업종이 코로나

소 하락했는데, 여성이 집중된 업종은 평균임금보

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이다. 따

다 훨씬 더 큰 하락률을 보였으며, 특히 가사서비

라서 이 업종에 종사하던 많은 여성노동자가 실업

스업, 청소업, 보육업 및 유아교육업의 임금 하락

과 일자리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임금 소득도 아

률이 가장 커서 이 업종의 2020년 임금은 전년대

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가

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여

정을 돌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불

성들이 집중된 병원서비스업과 보건서비스업의 경

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는

우 임금이 작년보다 상승했는데도 상하이시 평균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

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이 집중된 저

다. 2020년 3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긴급히 재개

소득 업종의 비율도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해야 할 업종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조업, 건축업,

있고, 특히 2020년에는 그 비율이 급증해서 2019

물류업, 공공서비스업 등으로 모두 남성이 대다수

년 23.41%에서 42.37%로 증가했다. 반면 여성 고

를 차지하는 업종이었다. 상하이(上海)의 경우를 살

소득 업종의 비율은 2017년에 비해서 훨씬 하락한

펴보면 2020년 들어 지역 평균임금과 여성이 집중

1.25%에 불과했다. 임금과 일자리 수 모두 전년대

된 업종의 평균임금 차이가 가장 커졌다. 지역 평균

비 상황이 악화해서 여성이 집중된 업종의 임금은

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에 이미 1만 2,000위

올해 2월 이후 전년대비 꾸준히 낮은 상태를 유지

안(약 200만 원)을 상회한 반면, 여성이 집중된 업

하고 있고, 일자리 수는 6월 이전까지는 전년대비

종의 평균임금은 지난 몇 년 동안 상승폭도 훨씬 작

더 적다가 7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1) 澎湃(2020.10.19)，
「 疫情下女性就業情況變得更糟糕了嗎？」，https://www.thepaper.cn/newsDetail_
forward_958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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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대졸자 취업난 가운데 성별, 학벌, 출신지역 등이 취업과 연관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874만 명에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난 대학생 집단’ 중에서도

달하는 대학 졸업생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 단과대학 학생이 52.1%, ‘비중점대학’ 학생이

성별, 학벌, 출신지역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39.4%를 차지해 9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등 ‘대

신지역에 따른 취업난의 차이도 컸다. ‘취업난 대학

학생 취업문제 연구’ 프로젝트 그룹은 2020년 8월

생 집단’ 중 호적지가 3선도시3)인 학생이 29.2%,

‘취업난 대학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1) 이 보고

호적지가 4 선 혹은 5 선도시인 학생이 41 . 5 %를

서에서는 지난 6월에도 여전히 구직 중이던 대학생

차지해 이 두 집단이 전체 미취업 대학생 집단의

을 ‘취업난 대학생 집단’으로 파악했는데, 그중 여

70%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대학 소재지에 따라

성(58.5%)이 남성(41.5%)보다 17%p 높은 것으로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미취업 대학생이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6월까지 이전 1년 동안 특

지역별로 각각 중부지역 29.2%, 동부지역 27.6%,

정 구직 플랫폼에 이력서를 제출한 대학 졸업생 중

동북지역 25.5%, 서부지역 25.1%로 드러났다. 그

27.7%의 여성이 여전히 구직 상태에 있었는데 이

리고 업종별로는 미취업 대학생의 비중이 요식업

는 남성 25.5%보다 2.2%p 높았다. 석사 학위자의

41.8%, 전시 관리 40.7%, 레저 스포츠 37.7%, 관광

취업 난이도에서도 여성은 18.9%, 남성은 12.2%로

및 호텔경영 34.8% 등으로 이러한 업종이 코로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현실을 반영했다. 보

이 외에 학벌에 따라서도 취업난의 차이가 컸

고서는 이러한 대학생 취업난의 원인으로 코로나

다. 취업 난이도 지수로 봤을 때, 정부에서 집중적

19의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수요공급 총량의 문제

으로 지원하는 ‘중점대학’2) 졸업생의 경우 14.7%

뿐 아니라, 기업 측의 요구와 대학생의 능력 및 기

가 여전히 구직 중이었는데, ‘비중점대학’의 경우

대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는 26.2%, 그리고 일반 단과대학(전문대학)의 경

했다.

우에는 30.9%가 여전히 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1) 新京報網(2020.8.13)，
「 今年應屆畢業生就業形勢如何？來看看這份報告」，http://www.bjnews.com.cn/
news/2020/08/13/758573.html
2) ‘중점대학’은 중국 정부가 대학 교육 육성을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대학들을 일컫는다.
3) 중국에서는 도시를 1선도시, 2선도시… 등과 같이 구분하는데, 1선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가장 큰 도시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작은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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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올해 상반기 파업 355건 발생
노동조합연구소 디에지(Departamento In-

기는 최소한의 근무조건 등 현행 노동조건의 방어,

tersindical de Estatística e Estudos Socioeco-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항, 단체협약 및 법에 명시

nômicos: DIEESE)는 9월 29일에 2020년 브라질

된 권리 이행에 대한 요구가 90%를 차지했다. 특

발표했다.1)

보고서에

히 체불임금에 대한 요구가 132건(37.2%)으로 가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총 355건

장 높았고, 뒤를 이어 임금조정 92건(25.9%), 식비

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민간부문에서 195건, 공공

및 의료 지원 68건(19.2%), 공공서비스 개선 57건

노동자의 파업동향 보고서를

부문 135건, 국영기관 25건으로

나타났다.2)

파업

(16.1%), 노동안전 57건(16.1%), 노동조건 및 장비

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시

지급 50건(14.1%), 직무 및 임금체계 39건(11%)

간은 민간부문과 비교해 공공부문이 전체의 60%

순으로 집계됐다.

를 차지했으며, 파업기간의 경우 파업의 60%가 파

부문별로 파업 요구를 살펴보면, 135건의 파업이

업 시작 당일에 마무리되었고 10일 이상 지속한 파

발생한 공공부문에서는 임금 재조정 요구가 67.4%

업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업 중 139건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과

(39%)은 경고성 파업이었으며, 211건(59%)은 무

된 연금개혁 이행 조치에 대한 반대, 공공서비스의

기한 파업으로 진행되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

질 향상 및 교육·보건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

는 시위성 파업도 15.8%로

나타났다.3)

파업의 동

았다. 국영기관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25건의 파
업이 발생하였는데, 안전장비 제공(마스크, 알코올
젤 및 장갑)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항목이 48%를

<표 1> 2020년 상반기 파업의 주요 요구
요구

파업 빈도(전체 355건)

차지했다. 더불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연금개

132(37.2%)

혁 이행 조치 및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항의성 파

임금조정

92(25.9%)

업도 약 32%를 차지했다. 195건의 파업이 발생한

식비, 의료 지원

68(19.2%)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조건 유지 및 노동법적 권리

공공서비스 개선 등

57(16.1%)

준수에 대한 요구가 97%를 차지했다. 특히 체불임

노동안전 등

57(16.1%)

금 요구가 61%로 가장 높았고, 단체협약 및 노동법

노동조건 및 장비 지급

50(14.1%)

불이행과 관련된 요구가 27.7%, 고용 유지 및 해고

체불임금(급여, 휴가수당, 연말 상여금)

직무(승진 등) 및 임금체계

39(11%)

주 : 동일 파업이 여러 동기를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DIEESE, Sistema de Acompanhamento de
Greves(SAG-DI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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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도 12.3%로 나타났다.
디에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은 실업률과 비공
식 노동의 증가, 노동조합 활동의 약화에 따라 파
업 횟수가 줄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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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년 상반기 부문별 파업 주요 요구
부문

파업 빈도 (전체 355건)

공공부문

135

임금 재조정, 연금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투자

국영부문

25

코로나19 안전장비 제공, 공공서비스 개선 투자, 연금개혁 및 민영화 반대

민간부문

195

체불임금 지급 및 노동법적 권리 준수, 고용 유지 및 해고

주요 요구

자료 : DIEESE, Sistema de Acompanhamento de Greves(SAG-DIEESE).

노동자의 생존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 연

및 해고에 맞선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파업, 무엇보

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4월에는 텔레마케

다 7월에는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보호장비 제공을

팅, 교육 및 건강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으

요구하는 배달앱 노동자들의 파업이 상반기 투쟁에

며, 4~6월에는 대도시 대중교통 업체의 임금 지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1) 디에지는 브라질 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파업 모니터링 시스템(SAG-DIEESE)’을 가동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약 4만 개 이상의 파업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파업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
는 주요 언론과 노동조합의 공식 자료 등을 통해 얻는다.

2) DIEESE(2020.9.29), “Balanço das greves do primeiro semestre de 2020”, https://www.dieese.org.
br/balancodasgreves/2020/estPesq97balancoGreves1semestre2020.html
3) 브라질은 노동법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Greve’,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특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산 및 업무 중단 파업은 ‘Paralisação(Greves do Protesto)’로 구분한다.

브라질 : 비공식 노동자가 많은 도시일수록 코로나19 감염률 높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고용관계와 전염병 확산 사

색 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을

별도 항목으로 코로나19 감염과 비공식 노동의 상

받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대학의 IRD(Instituto

관관계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지역의

Francês de Pesquisa e Desenvolvimento) 연구

총인구 중에서 비공식 일자리의 비중이 10%를 차

소에 따르면, 비공식 노동자의 수가 많은 도시일수

지할 때 코로나19 감염률은 29% 늘어나며 이로 인

록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한 사망률은 평균 38%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지

다. 연구소는 오는 11월 15일 5,570개 지자체에서

자체별 비교 연구에 도입한 결과, 빈곤율이 높고 비

실시되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빈곤 및 피부

공식 노동자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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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와 불평등’ 연구보고서에서도 사회적 취

기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남쪽지역 플로리아

약계층이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되고 발병할 우

노폴리스(Florianópolis)에서는 약 23%가 비공식

려도 크다고 예측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 거리두

노동자로 분류되었는데, 주민 10만 명당 938명이

기로 인해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감염되고 15명이 사망했다. 반면 비공식 노동자의

건강 및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코

비중이 41%로 집계된 북쪽지역 보아 비스타(Boa

로나19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불

Vista)에서는 같은 날 인구 10만 명당 6,847명이

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감염되고 108명이 사망했다. 연구자들은 비공식 노

에 공공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존

거리두기가 가능할 수 있는 소득 보존 정책이 동반

을 위해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2) 브라질은 10월 말

나19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설명했다.1) 지난 4월

기준 53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에 브라질 보건연구센터(O Centro Brasileiro de

이 가운데 15만 명이 넘게 사망하였다.

Estudos de Saúde: Cebes)에서 발표한 ‘브라질의

1) Folha de São Paulo(2020.10.12), “Pesquisa mostra que trabalho informal eleva contágio e morte
por Covid-19 no Brasil”, https://www1.folha.uol.com.br/mercado/2020/10/trabalho-informaleleva-risco-de-contagio-e-morte-por-covid-19.shtml
2) Cebes(2020.4.6), “COVID-19 e Desigualdade no Brasil”, http://cebes.org.br/2020/04/covid-19-edesigualdade-no-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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