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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국제비교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모태는 지난 1983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
본법｣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마련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
도이다. 이후 2004년에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제도가 추가되었고, 2007년 4
월에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일원화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기틀이 마련
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이와 같이 30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
며 여러 경로와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매우 오래되고 익히 잘 알려진 문제를
앓고 있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심영역 또는 비판의 수준에 일정 정도 차이
가 있긴 하나, 거의 대부분이 ①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평가지표, ② 평가환
류 목적이 아닌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서의 평가기조, ③ 짧은 평가주기로 인한 단기성과 중
심의 평가, ④ 비계량 평가지표의 비중 및 적절성, ⑤ 피평가기관의 과도한 평가부담, ⑥ 평가
단의 전문성 및 책임, ⑦ 성과급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
는 백여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평가에 동원되고 평가가 끝나면 매년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지만, 이러한 비판이 식상하리만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
기관 경영평가제도가 30여 년 동안 진행된 여러 개선 논의와 손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

>>

_3

적인 제도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발본
색원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해외 사례(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와의 비교
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기존 문헌의 경
영평가 분류에 따라 이들 국가를 선정하였다. 영국은 공공기관과 관리부처가 기준협약을 체
결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를 점검 혹은 평가하는 방식인 ‘성과협약형 평가방식’을 따르
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사업성과협약을 맺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다양
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주무부처에서 분석 및 평가하여 해당 기관과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모니터링형 평가 방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 끝으로 독일 사례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인 경영평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기능적으로 경영평가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특집을 기획하면서 전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모습이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문화적·제도적 맥락에 관한 고민을 통하여 각국의 공공기관 관리 및 경영평가
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특집은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나라의 준정
부기관에 해당하는 사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국
제비교 연구와 차별화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기존의 해외사례 연구 중 상당수는 엄
밀히 말하면 공기업 평가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번 연구는 공기업 평가제도와 일반
공공기관 관리방식 및 평가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그간 많이 다루어
지지 않았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해외사례에 집중하였다.
이번 기획특집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가치적 관점에 대한 비
판적 분석과 함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존립 근거에 맞는 본원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리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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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Special Feature

영국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시스템(목표설정, 성과측정,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등)의 도입 및 정
착을 위하여 영국 정부가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초반 무렵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Talbot, 2010).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고, 그 이후 시차를 두고 공공
기관까지 확대·적용하였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일반적으로 ‘5주
년 평가’(quinquennial review)라 불린다. 1980년대에 등장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NPM)의 영향으로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다
(Dommett, MacCarthaigh, & Hardiman, 2016). 5주년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있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책임운영기관 및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내각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5주년 평가’는 10년 이상 유지되었지만, 운영상의 문제와 평가 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 및 과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 이 글은 정동관 외(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의 제4장「 영국 공공기관 경
영관리 및 평가」를 요약·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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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내각사무실은 개별 기관이 아닌 부처 차원에서 평가목적을 재설정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평가제도(End-to-End Review)를 제안하게
된다. 새로운 평가제도는 개별 산하기관의 존재 목적이 궁극적으로 부처의 정책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는 주무부처의 정책 목표와 개별 기관의 사업 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과정 및 현행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어떠한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평가제도가 변화해왔는지에 주목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경영평가제도와의 비교를 통하
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경영평가제도의 역사적 배경
정부부처 성과관리 시스템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 무렵부터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서 NHS의 주무부처는 병원 등 NHS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영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초․중․고등학
교 또는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도 진행되었다. 중
앙 부처가 주도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었지만, 기관 내부의 필요도 도입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다.
명확한 정책방향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 정부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성과보
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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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이후 신설된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핵심성과지표 도입 및 보고의무 부여
•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조치
• 1992년부터 지방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에 대해 200
여 개의 성과지표 마련 의무화
• 경찰, 소방, 교도,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등 지방정부 사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성과지표를 활용토록 조치
자료 : Talbot(2010).

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일반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방 감사위원회 또는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등의 감사 전문기관에서 설정된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관행과 경험의 축적은 이후 영국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한 공공서비스 협약제도(Public Service Agreement : PSA)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1998년 PSA가 도입되면서 보편적인 정부부처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공공재원의 지출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
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전 정부의 성과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PSA 제도를 1998년 도입
하기에 이른다. PSA는 예산과 공공서비스의 교환관계에 관하여 재무부와 주무부처 간에 맺
는 일종의 계약이다. PSA가 도입되면서 각 부처는 정책목적, 성과목표, 경영성과 등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다.
PSA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지 성과관리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정부 예산제도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1998 년도에 종합지출심사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 CSR)와 지출심사(Spending Review : SR) 등 중기재정
계획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처는 다년도 부처지출 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 DEL)의 운용방안을 PSA 형태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Talbot, 2010). CSR/SR이나 PSA
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었으나,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이에 상당한 무게감이 실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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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제도들은 부처․기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정부부처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변화 양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 공공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내각사무실
은 1988년부터 모든 책임운영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주년 평가’라 불리는 경영평가
제도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골자로 한 이 평가제도는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의 평가는 평가대상 기관 조직형태의 적절성 및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로
다룬다. 목적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선안으로 설립취소, 통폐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변경이 제안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성과 및 경영효율
성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이찬구, 2010 : 346).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평가구조는 현행
영국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0년 이상 유지되던 ‘5주년 평가’는 2001년도에 내각사무실에서 실시한 ‘5주년 평가에 대
한 검토’를 거치며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Alexander, 2002). 검토과정에서 내각사무실
은 ‘5주년 평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평가환류 측면에서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과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평가가 기관의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lexander, 2002 : 36).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통폐합이나 사업․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5주년 평가’보다는 다른 정치적 논의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는 점 또한 ‘5주년 평가’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내각사무실은 ‘5주년 평
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평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평가과정에 대한 관리실패에 따
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 평가 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 및
과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Alexander, 2002 : 37).
이에 따라 내각사무실은 개별 기관 중심의 평가가 아닌 부처 차원에서 평가목적을 재설정
하는 동시에 부처의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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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새로운 평가제도(End-to-End Review)의 도입을 제안하게 된다. 개별 산하기관의
존재 목적이 궁극적으로 부처의 정책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에는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이나 조
직역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협업구조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가계
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가주체를 내각사무실에
서 개별 주무부처로 이전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내각사무실이 주도하는 개
별 공공기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평가 방식에서 개별 부처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평가내용
이나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권적인 평가체계로 바뀐 것이다.

■ 2010년 이후 경영평가제도
제도 변화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영국 정치에서 광의의 공공기관을 뜻하는 ‘quango’를 둘러싼 정치적 수사와 실제 사이에
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quango가 정치적 책임성이 낮고,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국 정치의 구조나 기능은 quango에 상당부문 의지하며 작동한
다. 특정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quango를 설립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작
은 정부를 지향한 대처 정부 시절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quango의 수를 축소하려
는 동시에 공식적인 quango로 잡히지 않는 형태의 조직을 설립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토
니 블레어 정부는 quango를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 넣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지역개발
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등을 새롭게 설립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Dommett, Flinders, Skelcher,
& Tonkiss, 2014).

2009~10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등장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집권 초기, quang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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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실 관리는 또다시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원회, 학
계 논문이나 싱크탱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quang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 실상이 드
러났고 연립정부는 개선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였다. 처음에는 quango의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국회의원이나 학자는 고사하고 장관이나 공무원들조차
얼마나 많은 quango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
기 때문이다. 어떤 조직은 부처에 통합되어 있고 어떤 조직은 부처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적
으로 운영되었다. 어떤 조직은 범정부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는가 하면, 어떤 조직은 특정 부
처에 특화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조직은 단순히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설립근거, 사업내용, 그리고 조직형태의 복
잡성 그 자체보다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는지 설
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Bach and Jann(2010)의 표현처럼 영국의
‘행정 동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이 지나치게 다양하였던 것이다.
논의는 quango에 관한 일관된 관리의 부재가 야기한 다양한 문제로 이어졌다. 대표적으
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Dommett, Flinders, Skelcher, & Tonkiss,

2014).
① quango에 대한 부처의 이해 및 관리 능력 약화
② 부실경영의 가능성 및 효율성 저하
③ 기관 운영에 관한 정치적 책임 약화
④ 존재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계속적으로 운영될 위험성

공공기관 관리 방식의 변화
현실 진단과정을 거친 후 영국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대규모 공공기관 개혁 프로
그램(Smarter Government)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작업
에 착수하였다. 2010~15년에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의 결과, 전체 공공기관 수는 904개에서

610개로 줄어들었고, 예산 또한 대략 30억 파운드 정도 축소되었다. 여기서는 2010년 이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Tailored Review)의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 관리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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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분류체계 합리화 및 공공기관 신설 절차 강화
영국 정부는 2016년도에 공공부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공공부문 유형 구분의 모
호성이나 비포괄성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을 일관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분류하고자 공공
부문 분류기준을 재설정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류기준에서는 공공부문
을 크게 정부부문, 광의의 공공기관(Arm's Length Body : ALB),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세 개
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특히 책임운영기관(A), 공공기관(B), 그리고 비각료
급부처(C)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이
를 위하여 이들을 포괄하는 Arm's Length Body(ALB)라는 범주를 신설하면서 각각에 대한
새로운 분류 정의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 시 ‘해당 기관이 부

<표 1> 영국 공공부문 분류
유형

공공부문(Public Bodies)

코드
A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B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

‘광의의
공공기관’
(ALB)

B1

집행형 공공기관(Executive NDPBs)

B2

자문형 공공기관(Advisory NDPBs)

B3

독립감시기구(Independent Monitoring Boards)

C

비각료급 부처(Non Ministerial Department)

D

Non-ALB
정부 조직

Non-ALB
의회 조직

D1

부처 사무실(Office) 또는 태스크포스(Taskforce)

D2

부처의 작업반(Working Group)

D3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

D4

법령상의 법정사무소 위원(Office Holder)

D5

부처의 특별 공공기관(Specific Public Bodies)

E

의회 조직(Parliamentary Bodies)

F
Non-ALB
지방정부
공기업

G

F1

지방정부 공공기관(Local Government Public Bodies)

F2

위임 행정부 공공기관(Devolved Administration Public Bodies)
공기업(Public Corporation)

자료 : Cabinet Office(2016), Public Bodies Handbook-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Guidance for

Depart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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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부터 요구되는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들 중 하나의 조직형태를 선정한다’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분류체계 합리화 이후, 재무부는 과거에 비해 신규 ALB 설립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즉, ALB 설립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ALB가 정책집행의 가장 효율적인 조
직형태인 경우에 대해서만 신규 ALB 설립을 허용하도록 설립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특히, 신
규 설립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일반 대
중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아래 세 가지 규정은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
하여 재무부가 마련한 것이다(HM Treasury, 2010: 23).
① 부처는 모든 신규 설립 ALB에 대해서 경영효율성(value for money) 측면을 면밀히 검
토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행정업무(back office) 공유, 정부
유형자산의 운용․관리 방식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해당 ALB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
겨야 함
② 부처는 신규 ALB 설립 근거법률에 일몰조항(sunset clauses)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함1)
③ 정부는 공공기관 설립과 관련된 낡은 법률을 정리하고 사회적 소명을 다한 공공기관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회성 법안(one-off bill)의 필요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검토
를 실시해야 함

2) 주무부처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강화
2010년도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의 목적이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축소에 있
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기능 중 상
당 부분이 주무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
도도 적지 않았다(Rutter, Malley, Noonan, & Knighton, 2012). 공공기관 관리의 기조나 방
식을 정할 때 통제와 독립성 간의 균형은 중요한 준거기준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1) 편집자 주: 일몰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
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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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도한 규제‧간섭이 비판의 주된 대상이 되곤 하지만 영국은 반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허술한 관리가 자주 지적된다. Rutter(2014)는 주무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
계를 비판하며 ‘편의에 의한 무관심’ 또는 ‘선의의 묵인(benign neglect)’ 등으로 표현하였다.

2010년 공공기관 관리지침(Cabinet Office, 2012)은 이러한 시각에서 주무부처의 관리 강화
또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공공기관의 책임 있고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한 관리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이 제
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리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 귀결된다.”

즉,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
나치게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거의 ‘고아의 상태(orphan status)’와 같아졌기 때문에 주무부처
의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부처 경상비 회계방식이 변경되었다. 2010년 지출심사에서는
부처 경상비에 산하 공공기관의 경상비가 포함되도록 경상비 처리방식 변경을 주문하였다
(HM Treasury, 2014).2)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부처가 자체적인 경상지출 외에 ALB의 경
상지출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나아가 양자 간 한
층 더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Rutter, 2014). 뿐만
아니라 인건비 외의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공유서비스(일반
행정업무(back office) 공유, 공용 사무실 활용 등)를 활용할 유인도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
다.3)
2) 이외에도 2010년 지출심사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3) 행정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in public sector)란 행정조직 내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기능을 한곳
에 집중하여 제공함으로써 중복성을 제거하면서 효율적․통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행정기관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역량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 … 영국 정부는 변혁
적 정부(transformational government)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 공유서비
스센터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 예를 들어서 영국 NHS의 공유서비스센터는 온라인 구매를 포함한
구매, 회계보고, 주문결제, 재고와 자산관리, 부가가치세 관리 등을 담당하는데, 향후에는 서비스 범위
를 급여 관리까지 확대할 전망이다(홍길표․박용성, 2011: 23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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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영국
의 경우 오랫동안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주무부처가 맡아왔기 때문에 주무부처
에 따라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식 및 개별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큰 차이가 존재하
였다. 내각사무실은 각 주무부처가 소속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공통된 규범이
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이나
책임을 장관행동강령(Ministerial Code) 또는 내각 매뉴얼(Cabinet Manual)에 명시하였다
(Rutter, Malley, Noonan, & Knighton, 2012).

3)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간 파트너십 형성
내각사무실은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책무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
표적인 정책이 2017년도에 제정된 파트너십 행동규범이다(Cabinet Office, 2017). 이 규범
은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간에 정책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관된 정책 추진에 제약이
크다는 감사원과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의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기본적인 목적은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간 관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호관계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을 지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산하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부처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부처와 그 산
하기관을 정책 전달체계의 틀거리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
동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파트너십 형성은 상호신
뢰, 명확한 책임소재, 그리고 정책목적과 집행결과에 대한 이해공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Cabinet Office, 2017: 3)

보다 구체적으로, 이 규범은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간에 파트너십 형성의 근거가 되는 네 가
지 원칙으로 정책목표에 관한 상호이해 증진, 관리와 자율성 간의 균형, 적극적인 협력관계 모
색, 신뢰에 기반한 관계 형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내각사무실은 부처와 공공기관 간 관계의 재정립을 시도하면서 상호 간의 목표, 역
할/기능,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한 기준협약(framework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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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파트너십 행동규범(Cabinet Office,

2017)에서도 강조되었듯이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공기관 관리와 평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서로의 목적, 목표 및 기능에 관한 상호이해에 기초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
공기관의 자율경영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부
처가 공공기관에 새로운 정책사업을 맡기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업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또한 목표에 대한 상호이해가 형성되어 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와 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
고, 경우에 따라 부처가 공공기관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재무부는 판단하
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무부는 기준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면서
실효성 있는 기준협약의 형태 및 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기적으로
기준협약을 점검하여 현재의 책임과 역할분담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기본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Tailered Review)의 특징
2010년 이후 새롭게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맞춤형 평가제도(Tailored Review)
라 불린다. 이 경영평가제도는 앞서 논의한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수정․보완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① 평가원칙 및 기준, ② 평가주체/평가단, ③ 평가내용 및
방법, ④ 평가주기/시기, ⑤ 평가활용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국 현행 공공기관 경
영평가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가원칙 및 기준

2010년도에 개선된 경영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7대 평가원칙을 수립하였다(개별 평가원
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동관 외(2020)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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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7대 원칙
원칙

세부내용

비례성

기관규모, 수행사업의 성격, 주무부처 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도전성

평가단은 조직 존치, 조직형태, 효과성/효율성, 지배구조 등을 평가할 때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지를 고려해야 함

전략적 접근

기존 평가내용이나 결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시기, 평가의 범위나 내용을 주무부처가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일정관리

평가주체는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시작과 종료시점 그리고 중간일정 및 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참여형 평가
투명성

평가과정 동안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피평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평가지적사항, 개선사항, 이행계획 및 경영평가비용 등에 관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Gov.Uk)에 투명하게 공시되
어야 함

자료 : Cabinet Office(2019).

평가주체/평가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국 경영평가는 부처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부처는 평가단장 선임 및
평가단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최종적으로 부처의
승인을 받지만,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하여 부처 내 공공기관 전담부서 구성원이 평가를 진행하
는 것은 금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19 : 9).
평가주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주체가 자문패널
(Challenge Panel)을 구성하여 평가과정 전반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패널의 기본적인 목적은 평가의 방향이나 결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다. 이 패널의
좌장은 부처의 자문위원(departmental non-executive directors)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각 부처는 현안 업무에 대해 외부의 전문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을 두고 있
다. 이들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문위원회에 참석한다. 자문위원은 이 패널의
위원장을 맡아 전반적인 경영평가과정을 관장하면서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질 없
이 정해진 기간 안에 경영평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자문패널은 타 공공기관의 대표, 지방정부 및 관련 산업계 등의 이해관계자, 경영자문가 및
교수 등 피평가기관이나, 주무부처 공공기관 전담부서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관련 분야의 경
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나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부처 내부 인사도 패널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주무부처의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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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에 책임이 있는 재무부 또는 내각사무처의 공무원, 감사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이 주
로 선임된다.

평가내용 및 방법

1) 조직형태의 적절성 평가 강화
앞서 설명했듯이 영국의 경영평가는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개별 기관
의 설립근거, 기능, 과거 성과 등에 근거하여 ‘조직의 존립 필요성’과 ‘조직형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특히 ‘맞춤형 평가제도’는 조직형태의 적절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점에
서 기존 평가제도와 차별화된다. 경영평가 평가단은 “해당 기관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있
는가?” 또는 “해당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가?”란 질문을 던지는데,
해당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얻는 기관일지라도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만 현행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Maude, 2011).
① 해당 기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능을 담당하는가?
② 해당 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가?
③ 해당 기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가?

1단계 평가 결과 존립 필요성과 조직형태의 적절성이 인정되면 2단계 평가에서는 해당 공
공기관이 향후 ‘업무개선 및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한다. 대안
탐색 시 장기적인 조직 비전 및 연차별 성과목표 설정, 책임소재의 명확화, 관련 기관과의 협
조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신기술의 사용, 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 지배구조 및 보고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박한준 외, 2013).
하지만 중점평가 내용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해지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2015~20년까지 진행된 기관별 경영평가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기능이나 조직형
태보다 업무개선 및 경영효율성 그리고 지배구조 등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진행된 이전의 경영평가에서 기능 및 조직형태에 관한 평가가 일단
락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개
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점평가 대상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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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특성에 따른 평가관리 차등화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영평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을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경영평가의 엄격성에 차이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 규모가 5천만 파운드 이상인지 여부
②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지 여부
③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④ 시장성 검토 등을 통하여 조사한 민영화 가능성 정도
⑤ 가장 최근에 경영평가를 받은 시기
⑥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기여도 정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1그룹(Tier1), 2그룹(Tier2), 그리고 3그룹(Tier3)의 세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1그룹과 2그룹은 엄격한 경영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우선심사(prior review) 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선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우
선심사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기준을 참조하
되, 주무부처가 경영평가 계획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내각사무실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
으로 우선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19).

1그룹에 속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각사무실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모두 살펴보고 공공기관
정책을 책임지는 정무차관(Minister for the Constitution: MfC)이 공식 발표 전에 평가보고
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2그룹에 속한 기관의 경우에는 정무차관의 승인과
정은 거치지 않고 내각사무실에서 경영평가 결과 검토 및 최종보고서 승인작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3그룹에 속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내각사무실
에서 검토 및 승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3)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 구성
내각사무실에서는 경영평가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지만 부처에서 자체적
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통일적인 평가범주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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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논의한 평가원칙 중 전략적 접근에서 강조하듯이, 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상황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이 ‘목적 지향적인 방식’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해
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단은 기존의 다른 평가자료 등에 기초하여 조직형태, 업무개선,
경영효율성,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할 만한 사항을 미리 검토한 후(일종의 가설 설정 단
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국의 경영평가와 달리 통일된 평가지표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한국의 경영평가편람에 해
당하는 영국의 경영평가지침(Cabinet Office, 2019)은 어떠한 점이 조직형태, 업무개선, 경
영효율성,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개선’인지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영국 경영평가지침은 업무개선 및 경영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19).

[그림 1] 영국 경영평가 개선활동 유형별 현금흐름 기여
1년차

2년차

3년차

A타입

B타입

C타입
비금전적 기여

금전적 기여

자료 : Cabinet Office(2019).

① type A: 현금화 또는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활동. 예를 들어서 서비스
요금 인상 또는 부채축소 방안이 포함되면 이러한 개선방안은 직접적으로 유동
성 자금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② type B: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이나 방식에서의 개선.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행정공유서비스 활동이나 백오피스 인력을 현업에 배치하는 방식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 또는 작업과정 개선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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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금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
③ type C: 넓은 의미의 개선활동.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또
는 직원들의 동기부여 강화 또는 근로의욕 고취 등이 포함됨. 재무 건전성과의
관련성은 가장 떨어지지만,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영국의 경영평가는 궁극적으로 효율성 제고(value for money)를 강조하나, 단기적/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다양한 형태의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평가단이 각
기관의 사업적 특성과 현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표 3> 영국 공공기관 평가지표 모델(예시)
평가범주

업무개선
및 경영
효율성

조직기능,
형태, 및
지배구조

평가기준

세부평가지표

행정공유서비스 활용

• 서비스 제공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행정공유서비스 활용도 평가

자산관리

•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건물 등 보유 중인 유형자산 관리·운용방식

조달업무

• 경쟁입찰을 통한 조달 계약 체결 여부
• 공급라인 관리 방식

서비스 질 개선

• 서비스 품질향상
• 유사기능 수행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과 비교

수익성 향상

• 요금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재무적 성과 개선 정도

고객만족도

• 기관 역할과 성과에 관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 집단의 만족도
•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나 역할수행 개선방안에 대한 고객의견 청취
•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채널 운영
•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

정책목적 달성 기여도

• 부처의 전략적 이행 계획(strategic delivery plan)에 제시된 정책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
• 기관의 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KPIs)와 부처의 정책사업 간 정합성

인사 및 노무관리

• 직원 동기부여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인력관리방안

지배구조 및 위기관리

• 기준협약 체결 여부, 기업 지배구조규범 이행 여부

성과관리

• 조직의 설립목적, 목표, 주요사업 명확화
•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조직형태

•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다른 조직형태에 대한 검토

사업범위

• 경영환경 변화 및 행정수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범위 및 내용의 타당성 검토

주무부처 관계개선

•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활동

자문위원회

• 외부 자문위원 활동
• 자문위원회에서의 역할

자료 : Cabinet Offic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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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활동의 정의 및 유형 구분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은 개별 부처의 평가계획 수
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예시’형태로 제시한다. 개별 부처
는 이 평가모형을 참조하여 적합하고 구체적인 평가모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가주기/기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국은 특정 연도에 단일 평가단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시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기 동안 주무부처의 결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이 최
소한 한 번의 경영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19: 10). 즉, 평가
주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처가 갖고 있는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큰 편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주기는 평가비용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지침은 평가비용이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무부처와 평가단이 찾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표
적인 방안이 유사한 목적에서 진행된 다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영평가지침은 이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영평가는 무(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직의 성과 향상 및 업
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논의가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관련된 다른 평가가 시행
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경영평가 과정에
서 이러한 다른 활동을 위해 투입된 노력을 반복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
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영평가는 그러한 노력의 효과를 촉진하
고,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Cabinet Office, 2019 : 20)

평가기간에 관하여 지침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6개월 이
내에 평가가 완료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상황에 따라 평가기간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규모 기관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Cabinet Office, 2019: 11).

평가활용
영국 경영평가의 경우, 피평가기관이 평가단의 제안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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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저한 편이다. 피평가기관은 우선 평가 종료 후 ‘합의된’ 제안 사항을 몇 년에 걸쳐 어떠
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주무부처는 피평가기관의 이행과정을
점검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듯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간에 순위를 정
하는 식의 평가활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기관 단위에서 평가 결과를 개별 근로자의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로 활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염두에 두고 영국의 평가제도를 바라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
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집중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평
가를 관장하는 단일 평가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관별로 독립된 평가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다. 평가 방식이나 내용도 획일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획일적
인 관리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재무부가 아닌 주무부처 중심의
분권적인 관리 방식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영국의 공공기관들도 한국과 유사
하게 기관규모, 사업범위, 사회적 책임 등에서 기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주무부처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하여 존 만조니(John
Manzoni) 전 재무부 공공부문 최고책임자/차관(chief executive of the UK civil service
and Cabinet Office permanent secretary)이 2016년 의회 공공회계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눈여겨볼 만하다.
“공공기관은 규모, 사업범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서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들
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제로는 부처가 집행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
처와 그들의 산하기관을 정책 전달체계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나는 재무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하기보다는 개별 부처를 통하여 관리하는 방식
을 더 선호한다. 즉, 개별 부처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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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고 싶은지 나한테 얘기해 달라. 각 부처는 재무부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결정해 달라. 나는 앞으로도 개별 부처가 산하기관에 대한 타당한 거버넌
스 구조를 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Foster, 2016)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운법 제정 이후 기획재정부에 의한 공공기관 통제 및
관리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박석희 외(2012)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지배권이 점차 집중화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경영지침 하달 및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권을 포괄적으로 행사
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감독이 주무기관의 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무기관의 장에 의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감독 기능이 열거식으로 개선되
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지배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추천 및 임면에 있어 기획재정부 내지 공운위의 역할이 확대되었
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지배권이 과거에 비해 기획재정부로 보다 집중화되었
다고 할 것이다.” (박석희 외, 2012)

둘째, 앞에서의 논의와 관련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평가제도를 포함한 영국 공공기관 관리
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 기관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부처의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관리와 관
련한 영국 사회의 고민은 개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및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의 조율․조정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은 전문성 또는 정부로부터의 독립
성 등의 이유로 정부부처의 내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정
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체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 역할/기능, 전문성 등은 관련 부처 전체의 목표와 연계하여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평가제도에서는 기관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화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선, 공기업과 일반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은 완전히 구별된다. 본문에서 다
루지는 않았으나, 영국 공기업은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에서 별로도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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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공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연 1회 연례 재정보고서(비재정 이슈 포함) 형태로 의회
에 제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의 엄격성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본문에서 설명한 바 있다. 평가제도뿐만 아
니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부처의 일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관리(portfolio
management)’ 접근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즉, 부처 또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
별 공공기관의 ‘리스크’4)는 무엇이고, 그들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그러한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
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영국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목적 지향적으로 평가 내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즉, 주무부처가 평가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의 형식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경영편람을 작성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거
의 유사하게 적용하는 한국의 방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
년도 이후 진행된 경영평가의 경우 이미 기능 및 조직형태에 관한 평가가 일단락되었기 때문
에 동일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다시 평가하기보다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6가지 사항을 포괄하는
의미이다(Rutter, Malley, Noonan, & Knighton, 2012).
① 중요성(Salience) : 부처 또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해당 기관의 중요도
② 조직 규모(Scale) : 예산의 크기 또는 종사자 규모
③ 복잡도(Simplicity) : 해당 공공기관 주요 업무의 복잡성 또는 그 성과의 모니터링 가능성 또는 성과
검증 난이도
④ 성과추이 분석(Track record) : 해당 기관이 최근 몇 년 동안 달성한 성과 정도 또는 해당 기관의 이
사회 또는 경영진에 관한 부처의 신뢰 정도
⑤ 혁신활동(Stability) :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리더십/조직/인
사관리 측면에서의 노력 정도
⑥ 정치적 민감도(Sensitivity) : 해당 공공기관 주요 업무의 정치적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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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Special Feature

프랑스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
온명근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서론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조직형태부터 한국과 많이 다르다. 특히 통일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개별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및
평가제도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다원적인 성격을 띤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개별 기관이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관련 부처에서 분석 및 평가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부
처와 해당 기관이 상호작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랑스의 평가제도는 ‘평가’ 그 자
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경영관리’의 일환으로서 개별 기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존 국내 문헌들은 주로 공기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소개했으나, 이 글에서는 공기업에 속
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의 조직형태 및 이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공공부문 형성의 역사와 공공부문 관리의 변화양상을 서술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 관리 방식이 자리한 맥락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프랑스 공공부문의 조직형태
및 현황을 설명한다. 한국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는 틀로 나누어지지 않는 조직형태

* 이 글은 정동관 외(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의 제6장「 프랑스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를 요약·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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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부사업 수행기구’라는 범주를 파악하는 것은 프랑스의 공공기관 관리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후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정부사업 수행
기구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다룬다. 개별 기구에 대한 경영관리라는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 제도의 형성 배경 및 제도를 지탱하는 법적 근거들을 먼저 살펴본 후, 평가 방법과 그 활용
방식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공공부문 관리 및 평가제도의 특성을 정리하면서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프랑스 공공부문 관리의 역사적 배경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1804년에 제정된 민법, 그리고 1813년에 재정법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대혁명 이후 국가에 귀속되어 상속권이 박탈된 사유재산, 수도원, 공유
지, 병원, 학교 등의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립·운영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공공기관
의 개념도 법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20세기 들어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개입하여 독점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부문이 확대되
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적 자본에 대한 국유화는 이러한 흐름을 강화했다.

1956년 6월 19일 데크레1)는 편의적이고 예외가 많았던 관련법령들의 정비, 예산편성 방안
의 정식화(定式化), 그리고 예산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어서 재정
법 관련 조직법률을 제정하는 1959년 1월 2일 법률명령2)은 정부의 특권을 강화하고 예산편
성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1956년 6월 19일 데크레를 보완하였다. 1956년 데크레는 ‘정
부의 경제활동 및 정부 재정의 목적’이 ‘경제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
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별 기관의 회계 문제를 넘어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거시경제적 규제
1) Décret du 19 juin 1956. ‘데크레’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 발하는 명
령으로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의회의 입법영역과 구분되는 행정 입법영역에 속하며, 법률의 시
행을 위해 보완적인 역할을 하거나 법률사항이 아닌 대상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 즉, 모든 데크레가 법
률의 적용을 위한 것은 아니며, 법률의 관할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자율적으로 제
정하는 행정규범도 역시 데크레라고 불린다. 대통령과 총리가 명령제정권을 갖는다.
2) Ordonnance du 2 janvier 1959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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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을 도입하였다. 1959년 법률명령 역시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독트린 및 재
정부 엘리트들의 관행 등을 통해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개입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Hertzog, 2006). 전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이라는 조건은 이러한 관리 방식과 잘 조응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책기조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1981~1982년을 기점으로 한 국유화 및
강력한 확장재정정책 기조는 1986년 이후 사유화, 가격 자유화, 자본 규제의 철폐 등을 추진
하는 기조로 급격히 변동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공공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1959년
법률명령이 유연하게 적용되면서 이 법률명령 자체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3)과「 국가통제기업 목록작성
데크레」4)가 시행되었다. 전자는 산업 및 상업형 공공기관과 행정적 혹은 산업·상업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감독을 위해 노동자
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규정하였다. 후자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
고 있는데, 이와 같이 리스트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최근까지 프랑스 공공부문 관리의 기본
적인 방식이 되어 왔다.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1959년 법률명령을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 관리 기조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공공부문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부문이 창출되면서 분화하고, 각 부문
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국가가 광범위한 공공부문들에 대한 관리계획과 그 실
행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분권화하고 개별 기
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9년 2월 23일 공공서비스 부흥에 관한 훈
령5)은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수행이라는 전통적 원칙과는 달리, 주무부
처와의 협약 및 사후적으로 관리되며 다년간에 걸쳐 집행되는 예산에 의한 사업 수행이라는
방식을 통해 개별 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공공기관 관리의 기본
적인 방향성이 되었다. 한편 1993년에서 1997년 사이의 자유주의적 발라뒤르-쥐페(Edouard
Balladur-Alain Juppé)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적인 정책기조를 천명하면서 행정의 축소를 추구

3)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4) Décret n°84-966 du 22 octobre 1984 instituant le répertoire des entreprises contrôlées
majoritairement par l'Etat.

5) Circulaire du 23 février 1989 relative au renouveau du servic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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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1990년대의 정책기조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였지만, 방법론적 논의가
활발했던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또한 개혁의 결과도 주로 중앙
행정부처에 집중되면서, 공공부문에서 개별 사업수행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개별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중요한 목적은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Maury, 2018).

2001년에 통과된「 재정법 관련 조직법률(이하, LOLF)」6)은 2000년대 이후 공공기관 관리
의 틀을 구성했다. LOLF는 주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삼았던 1990년대 개혁과는 달리 정부
의 예산을 받아 공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사기업 부문의 방식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부문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으며, 이러한 요구는 이후 2007년에서 2012년에 걸쳐 추진되었던 공공정책
검토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여타 OECD 및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공부문 관리를 위한 정돈된
틀을 갖춘 것도 이 법안 추진의 동기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예산 절감 및 정부 역할 축소 등의 정책 흐름에 프랑스
또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다소 특수한 맥락이 고려되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계획 및 주무부처와의 협약에 따른 예산 집행과
사업 수행이라는 원칙은 1989년 훈령에서 이미 주창되었다. 이제 LOLF에 의해 이러한 개별
사업들은 ‘미션-프로그램-개별 사업’이라는 위계적인 구조7) 속에 배치되었다. 개별 미션은
하나의 정부부처 혹은 여러 정부부처 간의 협력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미션에 따른 프로그
램들은 의회의 토론과 승인을 거쳐야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행된 사
업에 대한 평가가 사후적으로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다시 새로운 사업의 시행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과거에는 사업들이 개별 부처들에 의해 사업단위별로 계획된 후 각 부처의 산하 기관에서
수행되었지만, 이제는 각각의 사업이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아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배치
6)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LOLF).
7) 예를 들면, 이 위계적인 구조에서는 안전이라는 미션 아래 국가 경찰, 국가 헌병대 등의 서로 다른 프
로그램들이 있으며, 이 두 프로그램은 내무부의 주관 아래 각자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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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 수행 단계마다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과 담당부처 사이에 사후적 평가를 통한 피드백
과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의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 및 참여도 가능하다.

■ 프랑스 공공부문의 조직형태 및 현황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공기업 및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를 지닌 조직체들로 구성된다. 이 중 공공행정과 공기업은 국립통계연구소(INSEE)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고 통계가 제공된다.
그러나 공공적 목적을 위한 조직체들이라는 범주에는 공공행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겹치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및 평가제도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 및 공기업이라는 범주 외에 정부사업 수행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공공행정
국립통계연구소는 공공행정을 비상업적 서비스의 생산 혹은 국가의 수입과 부를 재분배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단위로 정의하며, 해당 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프랑스의 공공행정은 정부와 여러 중앙행정 조직체(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 ODAC)8)로 구성된 중앙공공행정, 지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으로 분류된다. 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한 EU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며, 국민계정에도 반영된다.

8)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재원을 조달하며, 원칙적으로 비상업적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기구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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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국립통계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공기업이란 국가가 직접적으로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한 회사이거나 국가가 지배회사 혹은 지주회사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그룹에 속한 회사
를 의미한다. 공기업은 유한합자회사나 산업 및 상업형 공공기관 등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2017년 말 현재 1,751개 공기업이 존재하며, 이 중 89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
다. 76만 7,400명의 노동자가 공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 고용의 3.1%에
해당한다.
공기업은 프랑스 국유철도 및 우체국을 중심으로 사기업을 인수하여 산하 자회사로 두는
경향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의 시장
화 흐름에 따라 공기업 수 및 고용인원이 크게 감소했던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정부사업 수행기구
정부 및 공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공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들에 대한 평가는 정부
사업 수행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사업 수행기구라는 개념은 프랑스 공공기관 평가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2001년에 통과된 LOLF에 조응하여 나타났으며, 정부 혹은 지방행정
과는 별개로 공공의 이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를 의미한다. 이 수행기구의 리스트
는 매년 재정법안에 첨부되며, 리스트에 등재된 수행기구들은 일정한 관리 및 감독의 대상이
된다. 개별 수행기구들이 지닌 다양한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세 가지 기준9)을 충족할 경우 이
리스트10)에 등재된다.
9) 그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에 의해 규정된 정책의 시행과 명백히 관련되고, 미션-프로그
램-개별 사업의 구분에 따라 분류된 공공서비스 활동일 경우. ② 직접적인 보조금 혹은 간접적으로
할당된 재원의 형태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러나 보조적으로
상업적인 활동을 벌이는 수행기구를 배제하지는 않음. ③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 그 통제가 경제적
이거나 재정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전략적 결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감독이 시행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정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동반될 수도 아닐 수도 있음.
10) 정부사업 수행기구 리스트가 포괄하는 단위와 이 리스트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들 간에는 포함 관계
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례로 생태포용전환부는 49개, 국토통일부는 52개의 국가 공공기관을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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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법적 지위에 따른 정부사업 수행기구 리스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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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PAP( 2020 ), République française( 2020 ), Jaune opérateurs de l'État

annexé au PLF 2020 , p.13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투입된 예산이나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일 경우, 기부나 정부의 제공에 의해 취득된 자산을 개발 혹은 점유하는 경
우, 여러 중앙행정 조직체에 속한 수행기구일 경우, 그리고 심의기구의 중심에 재정국이 개입
하여 활동할 경우 이 리스트에 속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정부사업 수행기구 리스트에는 483개 기구가 등재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니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국가 공공기관을 구성
하는 행정형 공공기관11)과 산업 및 상업형 공공기관12)이다. 이 리스트에는 이 밖에 고등교육
지만 이 두 부처가 주관하는 101개의 국가 공공기관 중 54개만이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11)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사업을 수행하며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의 자율성을
지닌 공법인을 의미한다. 행정형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공무원이거나 공법에 따른 계약을 맺으며, 기
관은 공공조달 협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송은 행정재판관의 소관이다. 사회보장중앙기구(ACOSS),
재외프랑스 교육기구(AEFE), 국립식품위생노동환경기구(Anses), 국립도서관(BnF), 기상청(MétéoFrance) 등이 대표적인 행정형 공공기관이다.
12) 상품의 생산이나 자산 혹은 서비스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입의 원천이 사용자의 납부
액일 경우, 사기업과 유사한 기능 양식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구성원들은 민법에 따
른 계약을 맺으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협약법 대신 민법에 종속
된다. 소송은 일반재판으로 열린다. 프랑스 국유철도(SNCF)가 가장 대표적인 산업 및 상업형 공공기
관이었으나, 2020년을 기해서 지주회사 형태의 유한합자회사로 전환되었다. 지금은 생태전환기구
(ADEME), 파리교통공사(RATP) 등이 대표적인 산업 및 상업형 공공기관이다. 파리교통공사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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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에 특화되어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과학, 문화 및 직업 관련 공공기관, 과학 연구 및
연구자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법의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을 비롯하여
공공이익단체, 경제이익단체, 협회 등의 공법인 및 사법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및 평가제도
제도적 변화의 배경 및 법률적 근거
정부사업 수행기구 리스트에 속한 기관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체계는 2001 년 통과된
LOLF와 그 궤를 함께 한다. LOLF 도입의 기본적인 취지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전까지는 정부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예산 외에는 영향을
미칠 수단이 없는 상황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부가 설립한 법인들의 자율성
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연결고리를 확보하려는 것이 LOLF 도입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둘째, ‘자산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법인들에 대차대조
표 및 성과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서도 LOLF 도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각 기관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활동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이들의 기여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정부가 개별 조직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2001년에 공표된 LOLF는 여러 번의 수정 및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
행되었다.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고용 및 인건비 관련
조항은 2001년에 이미 마련되었다. 5조에서는 정부가 지출하는 인건비 기준을 재분류하였
고, 7조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지출할 예산의 상한 또는 5조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른 의무적

및 상업형 공공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정부사업 수행기구 리스트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지위와 정부사업 수행기구 리스트 사이에 필연적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파리교통공사는 산업 및 상업형 공공기관이면서 동시에 공기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기
업/준정부기관이라는 두 범주로 공공부문을 구분하는 것은 프랑스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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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건비 상한을 명확히 하였다. 9조에서는 고용 상한선을 제한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리 및 평가제도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예산의 관리 및 공공회계
에 관한 2012년 11월 7일 데크레13)가 있다. 이는 기존 LOLF의 내용을 한층 보완하여 시행
의 근거를 확립한 것이다. 이 데크레는 공공부문 경영에서 회계뿐만 아니라 예산 규정에 관한
부분까지 더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여러 해에 걸친 여건의 변화를 공공부문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하였다. 한편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및 고용 상한을 분리해서 따로
문서화하도록 하였다. 2012년 데크레는 2017년 1월 23일 데크레에 의해 확대 시행되었는
데, 공공지출이 차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의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
치가 추가되는 한편, 예산 및 회계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단순화되었다.

경영에 대한 평가의 기조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통일된 형태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매년 수행하는 사업 성
과에 대한 정리 및 평가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국은 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성
과를 평가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소 추상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설명은 평가 목적이 향후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 자료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관련 기관 및 기관 내 구성원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활동과 생산물 및 손익에 대해 명확히 측정하여 여
러 단위 및 표준화 방법들 사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입안하고 사
업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하고 있다.

평가 방식 및 수행
정부사업 수행기구들에 대한 관리는 LOLF에 입각하여 재정 혹은 예산적 측면에 중점을 두
는 부분과 목표 및 사업성과 협약(Contrats d’objectifs et de performance : 이하, COP 협약)
13) Le décret n° 2012-1246 du 7 novembre 2012 relatif à la geston budgétaire et comptable
publique(Le décret G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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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책 수행 측면에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재정 혹은 예
산적 측면에서의 관리에 있어서도, 각각의 프로그램 혹은 활동의 설정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
게 되는 미션-프로그램-개별 사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수행 측면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측면에서의 관리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에 가깝다. 또한 이 평가는 일원화된 형태가 아닌 다원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재정 혹은 예산적 측면
정부사업 수행기구들은 정부의 일반예산으로부터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용 및 공공지출과 관련한 재정적 규제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들이 다음해 예산 및 고용 상한을 제안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과거 경
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용된다.
또한 정부사업 수행기구들은 LOLF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목록에 등재되어 고용·재정 상
황 및 사업성과에 대한 의회의 통제 및 정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형태의 예산집행 관련 보고서14)를 작성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해 의회 및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계감사원과 의회 간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회계감사원은 의회가 정부사업
수행기구들의 다음해 예산 및 고용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들의 전년도 활동
및 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예산 편성 방향에 관한 논란이 있을 시 전년도
보고서와 구분되는 예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으로 회계감사원은 각 기관에 대한 외
부 회계감사도 수행하여 의회와 관련 부처에 제출한다.
이러한 일련의 체계에서 해당 기구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예산부

14) ① 연간 사업계획서가 재정법안에 첨부되며, 목적에 따른 예산의 배분, 추정 예산, 고용 상한의 설정,
사업시한이 만료된 경우 향후 투자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할당액 등의 내용을 담는다. ② 사업에 관한
연간 보고서가 예산집행 법안에 첨부되며, 목적에 따른 예산의 배분, 재정 계정 및 고용 상한의 실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③「 황색수행기구(Le jaune opérateur)」는 재정법안에 첨부되는 문서로서
수행기구의 선정, 그들의 예산안과 고용 상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서술 일체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 수행기구들은 2008 재정법초안 64조에 의거하여 각각의 사업계획 수준에서 법적인 고용 상한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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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사업 수행기구 자체평가 가이드」15)를 통하여 연간 사업계획서 등 공공정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과 작성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
이드의 평가 항목들은 공공정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COP 협약의 이
행을 점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가이드는 각 기구의 경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한편,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성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의 구성 요소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정부사업 수행기구 자체평가 가이드의 구성
중심축

구성요소

전략
전략, 운영 및
거버넌스
운영 및
거버넌스

수행기구의
수단

항목
항목 1. 전략
항목 2. 도구 : 리스크 파악, 리스크에 따르는 비용의 관리
항목 3. 공공정책 수행에 따르는 지출
항목 4. 수행기구의 법적 지위
항목 1. 담당부처와의 관계
항목 2. 내부적 거버넌스의 구조 및 도구
항목 3. 내부 조직(본부와 지부 사이의 관계)

재정

1. 예산 및 재정에 대한 회고적 분석
항목 1. 재무 상태 및 자체 재정 조달능력에 대한 분석
항목 2. 운영 중인 기금의 자금흐름 분석
항목 3. 유동자산 및 부채 분석
항목 4. 일반회계 결과 및 재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운영에 대한 분석
2. 내부 통제 및 원가회계
항목 5. 내부 통제
항목 6. 원가 회계

수입

항목 1. 수입에 대한 세부적 분석
항목 2. 보유자원 분석

인적자원

항목 1. 수행기구의 인력 상한 및 공공부문 인력 관리에 대한 기여
항목 2. 임금 총액, 인원 수 및 활동
항목 3. 인사 관리 요소(고용유형, 순환, 결근, 노사관계, 연령 구조)

정보 시스템

항목 1.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진단

구매

항목 1. 구매 정책의 관리 및 운영

자료 : République française(2011), Guide d’autoévaluation des opérateurs de l'État .

15) République française(2011), Guide d’autoévaluation des opérateurs de l'É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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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전략을 서술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획된 예산의 집행, 인력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된 필요 항목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매뉴얼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정책 수행의 측면
공공정책의 전략적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사업 수행기구들은 COP 협약이라 불리는 다년간
의 협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이 협약을 잘 수행할 전략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수행기
구들은 협약 체결 시에 주어진 미션과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지표들이 설정되며, 이 지표들은 달성 여부를 최대한 간명하게 파
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주무부처와 수행기구의 성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혹은 점검 및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년 중간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이 위원회들은
점검을 통해 중간 목표가 재설정되거나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
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후 협약 종료 시의 종합적인 평가는 향후 새로운 협약
을 맺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통용되는 관점에서 보자
면 ‘평가’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달성되어야 할 다
양한 층위의 지표들(목표의 위상, 목표 달성 시점 등)이 간결하게 설정되고, 지표들의 이행 여
부가 계속 점검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련
의 과정 역시 일종의 평가제도로 간주할 수 있다.
COP 협약은 2010년 3월 26일 총리 훈령16)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시스템으로 확립되었
다. 협약의 체결 과정 및 협약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협약의 체결
협약은 주무부처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구 사이에서 체결되며, 사업 진행에 앞서
주무부처는 미션에 대한 공문을 보낸다. 협약서는 수행기구에 의해 각 단계별로 작성되며, 협
약 기간은 주무부처와 수행기구의 판단하에 단기간, 중기간, 장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
으로 중기간이라 함은 3년을 의미한다. 협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일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16) Circulaire du Premier ministre du 26 ma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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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은 새로운 협약체결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수행기구가 감사의 대상이 될
경우, 이들은 감사를 위한 정식 방안을 권고받게 된다.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자체
평가 양식에 따라 스스로 감사를 수행한다.
② COP 협약의 구성
협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협약이 연단위의 성과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은 재
정 혹은 예산적 측면에서의 관리와 정책 수행 측면에서의 관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
낸다. 또한 협약의 이행 여부를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을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목표 혹은 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조건도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COP 협약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서문

세부사항
1. 수행기구의 일반 사항
2. 현재 상황 분석

전략 및
전술적 목표,
실행방안 및
관련 지표

1. 전략적 목표 : 사업이 속해 있는 프로그램의 미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연단
위 성과 계획(PAP)에 포함되어야 함.
2. 전술적 목표 : 전략적 목표 아래 배치되는 것으로 숫자 형태의 지표로 측정될 수 있음.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지표는 상황에 따라 재설정될 수 있음.
3. 지표의 제시 : PAP에 명시되어야 하며, n+1·n+2·n+3년과 같이 연도 단위별로 목표를 설정함. 활동의 분류, 활
동의 결과, 효율성의 정도, 품질 수준 등을 숫자로 표시함.
4. 실행방안 :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수행 방법을 제시함. 각각의 단계를 진단 중, 착수, 진행 중 등으로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구분함.

운영 논의 및
협약 점검 방법

1. 운영위원회, 혹은 점검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주무부처와 수행기구의 구성원들이 모여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진
척도 등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분석함. 위원회 성원들의 명단은 협약서의 부록에 기재됨.
2. 연간 사업 수행 방법 : COP 협약에 제시된 연간 지표들과 목표들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재설정함.
3. 협약 종료 시 평가 방법 : 마지막 해에 운영위원회 혹은 평가위원회의 활동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행하며, 협약
의 갱신도 이 평가의 영향을 받음.
4. 협약 서명인의 역할 : 협약 서명인들은 상호 간에 의견을 청취하며, 이러한 역할은 사업의 수행뿐 아니라 협약
의 점검에 있어서도 적용됨.

특별 조항

1. 협약 시행 중 조항의 수정 : 미션이나 수단, 제도적 환경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협약이 진행 중일지라도 목
표 혹은 중간 목표 등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수정을 가할 수 있음.
2. 수행기구의 법적 지위 변화, 수행기구의 해체, 미션의 본질적인 변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부록

1. 의무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부록 : 로드맵, 지표들의 일람표
2. 임의적으로 삽입될 수 있는 부록 : 주관자가 작성한 미션에 관한 문서, COP 협약에 대한 검토, 용어 목록 등

자료 : République française(2014), “Guide méthodologique d'élaboration d'un contrat d'objectifs et de
performance(COP)”, Jaune opérateurs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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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활용
평가가 수행되는 경로가 다양한 만큼 그 활용 또한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정부사업 수
행기구에 대한 평가는 작성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다음해 예산 및 인원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평가기조’ 항목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주무부처와의 의사소통 혹은 기관 내부에
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교육 등을 지칭)을 통해 평가가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및 시민사회가 개별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크고, 이들이
다시 개별 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
다. 특히 의회의 경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진행된 사업
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평가는 이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부처의

[그림 2] 정부사업 수행기관의 정보 제출
의회 - 시민사회

연간사업계획서

사업에 관한 연간 보고서
기타 첨부 문서

재정국(자료 수합)

주무부처(정보 전달)

자료 : 재정국(Direction du budget)이 개설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 안내 사이트,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cadre-gestion-publique/
operateurs-etat/essentiel/s-informer/effets-qualification-d-operateur#.
Xz8KQygzZ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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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아래 사업을 진행하던 과거의 방식 대신, 개별 기관들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의회
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던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가 방식 및 수행’ 항목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개별 기구에 대한 평가 자료들은 다음
해의 예산 편성 및 인력 배치 등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되며, COP 협약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를 점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으며,
정부가 거시경제 관리라는 관점에서 개별 기관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
나 1980년대 이후 정부부처가 개별 기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나누어 개별 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
께 신공공관리론적인 정책기조 및 국제적 차원(특히 EU)에서 통일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정부부
문을 중심으로 시도되었으며, 공기업 혹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들
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에 통과된 LOLF는 정부사업 수행기구들의 예산 계획 및 인력 운용에 관한 틀을 규
정하였다. 프랑스적인 맥락에서 형성되어 개별 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정책기조와 정부
정책의 전략적 수행이라는 목표가 시행 과정에서 반영되었다. 개별 기관에 대한 관리라는 관
점에서 재정 혹은 예산적 측면에서의 관리와 정책의 전략적 수행이라는 측면에서의 관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제도에 의해 수행되지만, 한편으로 각 측면에서의 관리는 서로 긴밀하
게 얽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 및 기관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자료화는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 이는 다음해의 계획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
한 과정에서 개별 기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시민사회의 참여 및 개방성도 강조
되었다.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간의 혹은 개별 기관 내에서의 의사소통 과정도 중시되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단순히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계획의 변경 및 사업 방향의 재설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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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내용에 반영되기까지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부정책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COP 협약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COP 협약은
정부의 정책목표라는 틀 속에서 개별 기관들이 수행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활동들을 확
정한다. 또한 이 협약은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구성원과 관련자들이 평가 및 점검하고, 논의
를 거치는 시스템으로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와 점검 및 논의의 결과물은 다음 시기
의 단기적·장기적 계획을 설정하는 준거가 된다.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른 측면이 많으므로 프랑스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먼저 개별 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공공적 혹은 정책적 필요에 따른 관리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복잡해지고 발전된 사회에서 정부부처가 개별 기관이 수행하
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별 기
관에 책임성 혹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책임성 혹은 자율성
만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역으로 개별 기관이 그 기관의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만 매달릴
우려가 있는데, 정부정책의 큰 방향성 속에서 개별 기관이 구체적 상황에 맞춘 계획을 설정하
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윤추구적 성격
이 강한 기관 혹은 정부정책과의 연동성이 적은 기관의 경우, 따로 구분해서 차별적인 관리체
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 제도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은, 재정 혹은 예산과 관련된 평가 및 감시 시스템은
통일적인 양식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되, 정책 수행과 관련된 평가 및 점검 시스템은 그 항목
과 지표들이 개별 기관과 주무부처 사이의 협의에 의해 유연하게 구성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COP 협약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항목 및 지표는 유연하게 구성하되, 그 점
검 기준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계량화된 지표와 개별 기관의 자율
성 사이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한편 시점의 문제도 제기된다. 시점에 따라 단기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틀과,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통해 차기 계획을 수립하는 틀로 구분한 후, 이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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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피드백 과정을 설계하는 형태로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변
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진행
상황 및 변화된 환경에 맞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개별 기관 안에서 서로 다른 위계를 가진 구성원들, 사
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및 협의 구
조를 잘 설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명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대안적인 평가체계를 마
련하는 데에 주요한 요소이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체계’와 일치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
지 않다. 그러나 ‘평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이미 진행된 사업을 되돌아
보고 그 결과를 따져본 후, 자료화한 이후에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평가’라
는 단어의 의미가 프랑스 제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 대안적인 ‘평가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전
반적인 ‘관리체계’라는 맥락 속에 ‘평가’는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할지를 먼저 질문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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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
이승협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는 그간 한국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1)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적 외부평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한국의 공공기관 평가제
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도 공공기관이 연방과 주정부 산
하에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주체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
유는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공식적인 목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
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 이 글은 정동관 외(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의 제5장「 독일 공공기관 경
영관리 및 평가」를 요약·발췌한 것이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평
가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국한되어 소개되어 왔으며, 명시적인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독
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독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에 대해 거의 소개된 바가 없다. 예
외적으로,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평가하면서 내부평가제도를 운영하
는 해외 사례로 독일과 프랑스를 묶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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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5).
집합적 방식의 획일적 외부평가가 전문적인 컨설팅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과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얼마나 기여하
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표현
이 갖고 있는 형용모순, 즉 공공성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공적 사업을 수행한다는 설립 취지
를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상호모순적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방만경영을
근거로 추진되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경영평가가 기여한 바에 대한 평가는 상당
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2)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등의 과다 지급이 문제가 된다.
한국은 개별 기관별로 임금 수준, 복리후생, 성과급 등이 상이하게 결정되어 있다. 반면, 독일
은 공공기관의 인건비, 복리후생, 성과급 등 주된 임금항목이 산별교섭을 통해 통일적으로 결
정된다. 그로 인해 직무별 임금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관별 임금 격차는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다. 개별 기관이 임금항목과 관련해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다. 임금 수준은 산별 임금협약표에 의해서 결정되며, 수당 항목 및 수당 액수 역시 산별 임금
협약에 의해 규정된다. 기관 차원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수당은 매우 제한적이며, 성과급제도
역시 재원 문제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3) 이와 같은 환경에서 독일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내부적 평가가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공성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의 존재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반면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공공성의 수준을 논
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에서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도는 단체협약상 연간 임금의 10% 내에서만 개별 기관이 운영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의 성과급제도는 우리나라처럼 개별 기관의 인건비 총액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는 부가급의 형태를 갖는다. 즉 기존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고성과
자에게 별도의 성과보너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개별 기관이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는 최대 10%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주무부처 및 재무부는 이러한 성과급 예산 증액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급제도가 존재함에도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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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공기관의 특징과 구조
독일의 행정조직법은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 주무부처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설립
공공기관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형태 선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Bach & Jann, 2010: 450; Döhler, 2007). 이로 인해 독일의 공공기관은 그 형태가 다
양하고 복잡하며, 기관명과 법적 조직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독일 공공행정은 직접행정부문과 간접행정부문, 혼합행정부문으로 구분된다(Reimer,

2018: 10). 직접행정부문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가행정 영역이며, 간접행정부문은 비공무
원이 담당하는 국가행정사무의 위탁 영역이다. 혼합행정부문은 직접행정 영역과 간접행정 영
역이 결합된 영역을 말한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독일의 경우 주로 간접행정 영역에 해당된다. 간접행정 영역을 담당하
는 공공기관은 연방 및 주정부의「 행정절차법」4) 1조 4항의 규정에 기초해 연방 및 주정부
관할하에서 설립된다. 간접행정 영역에 속하는 공공기관 중 공법 및 사법상의 법인격을 갖고
설립된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권을 갖는다(Reimer, 2018 : 10).5)
독일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기관의 통제는 행정조직법6)에 규정된 감독권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다.7) 행정조직법상의 감독권은 공무감독, 사업감독과 법적 감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
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감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Reimer, 2018: 10). 법적 감독은 법에 명
시된 과업의 수행, 기관의 의무 및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감독
은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연합 및 연방과 주정부
가 설립한 공법상의 법인 등 공공부문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8) 독일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
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치사무가 이루어지도록 독립성을 부여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

4) Verwaltungsverfahrensgesetz(VwVfG).
5) 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인격을 갖는 공공기관이지만 개별법에 따라 자치행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공
공기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관은 주로 연방청(Bundesanstalt)의 형태를 갖는다.
6)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7) 행정조직법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를 규율한다.
8) 독일의 행정조직상 연방 및 주는 정부이지만, 기초지자체(Kommune)는 자치단체로 공법상 법인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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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임된 공적 사업이 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통제권을 행사하
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 독일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구조
주무부처 중심의 분권적 관리
독일 행정조직은 부처 독립주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분리,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하
에서 운영되고 있다(Bach & Jann, 2010: 450). 부처 독립주의 원칙이란 개별 부처는 수상 및
내각의 결정에 대해서만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부처가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개별 부처는 예산, 인사, 공공기관 관리,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방식, 공공
기관에 대한 정부대표자 파견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자율성을 갖는 분권적 관리 방식을 갖
고 있다. 따라서 개별 부처마다 주무부처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식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Döhler, 2007).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는 주무부처 통제, 예산 통제, 인사 통제, 성과평가 통제 등으로 이루
어진다. 주무부처는 산하기관에 대해 법적·기능적 측면에서 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준법 여부·예산감독·정책방향 등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해주고 있다. 감사원을 제외한 외부
통제는 미약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운영은 주무부처가 설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다. 한국과 달리 독일의 재무부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다. 재무부는 연방예산지침을 통해 예산편성 방향만을 제시하며, 주무부처가 재무부의 예산편
성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범위를 결정한다. 예산운영 및 집행과 관련해서도 재무부는 공
공기관의 예산운용 및 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의 예산운용
및 집행내용을 평가하여 재무부에 보고하면, 재무부는 주무부처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관리 역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독립적 법인격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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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한 공공기관의 임원진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기본이며, 독립적 법
인격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진은 이사회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출자 및 출연 비중에 따라 이사회에 정부대표를 파견하며, 파견된 정부대표는 이사
회를 통해 지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전략 및 주요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방향을 제시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된
다. 특히 간접행정 영역에 속하는 공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상적 사업운영에 대한 주무
부처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사업운영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ch & Jann, 2010: 460). 신공공관리의 도입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법적 감
독이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방식으로 상당 부분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임병연,

2004).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에 따른 상이한 관리
독일의 공공기관은 사법적 형태의 공공기관과 공법적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사
법적 형태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대내적인 행정관리 측면에는 행정부의 통제가, 대외적
인 이용관계의 측면에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적용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통제권을 행
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행정부에 의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감
사,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적 형태의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제는 이른바 권력 관계를 통한 일방적 명령
과 감독이 아닌 내용적 지시와 유도를 의미하는 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을
규범적 조정이라고 한다. 규범적 조정 이외에도,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제는 크게 법제
도적 조정, 예산법적 조정과 인적 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법적 형태의 공공기관은 영조물, 재단, 직영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조직적 독립
성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직영회사와 연방정
부가 운영하는 연방기업을 들 수 있다.
직영회사(Eigengesellschaft)는 조직적 독립성을 갖고 있으나,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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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 사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직영회사는 주로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연
방의 경우에는 연방기업(Bundesunternehmen)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직영회사에 대한 통제는 주무부처,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위원회, 의회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영회사 기관장에 대한 정보제출청구권을
갖고 있다. 직영회사의 특별 기관인 경영위원회(Werkausschuss)는 직영회사의 업무를 총괄
하며, 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단독으로 심의하고 의
결할 권한을 갖는다. 주로 의회에 제출할 경영실적 보고 및 경영계획안에 대한 의견 표명, 재
산의 사용, 중요한 계약에 대한 동의권 등이 대표적인 권한이다.

■ 독일 공공기관 관리 방식의 변화 : 참여지침에서 지배구조규범으로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을 통한 관리 및 통제
독일은 연방 및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해 공기업 지배구조규범(Public
Corporate Governance Kodex : PCGK) 또는 참여지침(Beteiligungsrichtlinie)을 제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을 관리해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참여지침을 통해 관리해왔으나,

2005년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이 제정된 이후에는 참여지침 또는 공기업 지배구조규범 그리
고 양자의 혼합 방식으로 관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은 준수 또는 해명(comply or explain)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기업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참여지침은 공기업 지배구조
규범과 달리 해당 공기업이 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은 강
제적 성격을 갖는 반면,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는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50% 이상의 재정참여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 지배구조
규범 및 참여지침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5% 미만의 지분참여 공기업에 대해서는 준
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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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2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해오던 독일기업 지배구조규범(Deutsche Corporate
Governance Kodex)을 2005년부터 공기업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연방정부
가 연방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을 제정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하였으며, 2010년 이후 이러
한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은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현재 약 50여 개의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이 존재하며, 연방 및 지자체 공기업과 공
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통제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은 권고사항
(Soll), 제언사항(Kann), 강제사항(Muss)의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강제사항은 의무
적 준수사항이며, 권고사항과 제언사항은 공기업이 참고하되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연방정부의 참여지침 및 공기업 지배구조규범
「 연방 영역에서의 올바른 공기업 관리 및 참여에 관한 원칙」9)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
다. 첫째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독일 연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반영한 연
방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을 서술하는 영역이며, 둘째는 연방기업에 대한 올바른 참여관리에 관
해 서술하는 영역이다. 셋째는 경영진 및 감독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지침을 설명하는 영
역이다.
「 연방 영역에서의 올바른 공기업 관리 및 참여에 관한 원칙」은 크게 연방공기업 지배구조
규범과 참여관리로 구분된다. 연방공기업 지배구조규범과 관련해서는 적용범위가 세분화되
었다. 2009년 연방공기업 지배구조규범에서는 광의의 기업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정의가 사
용되었다. 광의의 기업이란 상장공기업을 제외하고 연방정부가 소유지분을 가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의의 기업이란 개념을 2020년 연방공기업 지배구조규범에
9) 독일 연방재무부가 OECD의 2005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작성한「 연방 영역에
서의 좋은 공기업 관리 및 참여에 관한 원칙(Grundsatze guter Unternehmensund Beteiligungsfuhrung im Bereich des Bundes : 2009년 원칙)」은 2009년에 제정되었다. 이 원칙은 2020년 9월 16
일에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되고 명칭도「 연방 영역에서의 좋은 공기업 관리 및 적극적 참여관리에 관
한 원칙(Grundsatze guter Unternehmens-und aktiver Beteiligungsfuhrung im Bereich des Bundes : 2020년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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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Unternehmen)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소유지
분을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참여(Beteiligung)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지분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연방정부의 영향력 행사
요건 및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10) 2009년 규범과는 달리, 2020년 연방공기
업 지배구조규범은 참여의 형태를 자본 참여비중 및 의사결정권 50%를 기준으로 다수참여
(Mehrheitliche Beteiligung)와 소수참여(Minderheitsbeteiligung)로 나누어 연방 영역에서
참여원칙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법적 형태의 법인과 연방
지분참여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요건 역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20년에 개정된「 연방 영역에서의 올바른 공기업 관리 및 적극적 참여관리에
관한 원칙」11)은 연방정부가 지분을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참여관리 기준을 참여관리 지침으로 강화하였으며, 연방예산규정에 따른 참여요건을 더욱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참여관리에 대한 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참여관리에 있어서 연
방정부의 정책적 목표의 반영, 주무부처의 역할, 성과관리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참여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강조하였다.

공공기관 참여모니터링 시스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12)은 잠재적인 재무적 위험에 대
10) 연방정부의 참여란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분 소유 비율을 의미한다. 공기업과 공
공기관은 연방정부가 자산을 100% 출연하여 소유하는 형태 외에도, 50% 이상의 다수 참여로 실질
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50% 미만의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와 같
이 독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소유구조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1) 2009년 원칙과 비교하면, 2020년 원칙은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의 구
성과 강조점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 특히 참여관리의 측면에서 적극적 참여관리가 강조되면
서, 2009년 원칙에서의 참여관리 기준(Hinweise)이 2020년 원칙에서는 참여관리 지침(Richtlinien)
으로 강화되었다.
12) 독일은 200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후속 작업으로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을 제정
하는 한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를 실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6년 독일 재무부는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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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모니터링 체계라고 볼 수 있다.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은 독일
이 기존에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해오던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과정적 통제 방식에 처음으로
표준화된 집합적 형태의 통제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준화된 참여모
니터링 시스템은 매년 초 공공기관의 전년도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표준화된 참여모니
터링 시스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재무 및 경영상태를 표준화된 점검표 방식으로 보고하
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든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개별 공공기
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Bundesministerium der Finanz, 2019: 18). 참여하지 않
을 경우에는 공기업 지배구조규범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면 된다(comply or
explain 원칙). 또한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재무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제 및 상업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OECD,

2020: 23). 2018년에는 약 25개의 연방 산하 공공기관이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였으며, 주된 대상은 국방부, 교통 및 정보통신부, 그리고 재무부 산하 공공기관이었
다.13)
표준화된 참여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어 있다. 정량적 평
가는 재무 상태와 관련된 18개 지표로 구분되며, 매출, 자산 및 재무성과 등이 주된 지표이다.
정성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상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상황 및 시장지위 등을
평가한다. 수집된 자료는 재무부가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방의회의 예산결산위
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방재무위원회(Bundesfinanzierungsgremium)에 송부한다.

201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13) 전체 25개 공공기관 중 국방부, 교통 및 정보통신부, 그리고 재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17개이다(Bundesministerium der Finanz, 20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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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공기관 경영관리의 함의
독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200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관료적
통제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로 경영관리 방식이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지만,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와 공공기관의 사업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신공공관리론
은 사업효율성의 제고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성과관
리제가 주된 수단으로 활용된다. 독일의 성과관리제는 성과목표와 성과결과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무부처는 공공기관과의 성과계약을 통해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의 성
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별 공공기관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역할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제도
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해 개별
기관별 개입 또는 집단적 비교평가라는 한국식의 공공기관 통제 방식과 달리 방만경영의 주
된 대상을 개별 공공기관 밖으로 외부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공적 사
업의 효율적 수행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및 감독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개별 기관에 대한 직접적 통
제와 집단적 비교평가라는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경영관리의 표준화와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
고, 개별 공공기관의 공적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업감독을 중심으로 경영관리 및 평가 방
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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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미국의 3차 경기부양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현재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당시부터 ‘미국 구제계획(the 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하였던 1.9조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
예산안(stimulus package)에 서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3차 경기부양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획되었고 미국 의회를 통과한 3차 경기부양책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
히 노동자와 실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차 경기부양 예산안의 통과 과정
지난해인 2020년 3월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으로 1인당 1,200달러(약 130만 원)를, 그리고 2020년 말에는 2차 경기부양 지원금
으로 600달러(약 70만 원)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미국 국민이 기본적
인 집세 등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예산 지원
이 약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2021년 1월 14일에 당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직후 3차 경기부양책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3차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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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1.9조 달러(약 2,10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며, 이 중 1조 달러(약 1,104조 원)
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에게 1,400달러(약 155만 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으
로 밝혀졌다.
당시 해당 계획은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해
당 예산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또한 현재 미국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며,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인 50:50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
황이지만, 상원에서의 투표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어질 경우 취임 이후에는 부통령이 될
민주당 소속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한 표를 행사하여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상원도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의 예산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상원에서 60표의 찬
성을 얻지 못하면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 filibuster)를
막을 수 없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반
발이 예상되고 있었다.1)
이 중 공화당으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해당 예산안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연방 하원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3차 경기부양 예산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
지 단계적으로 15달러(약 16,000원)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 연방 상원에 송부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인상안은 약 2,700만 명의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중 70%는 여성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2) 하지만 위와 같은
방안에 대해 공화당 측의 우려가 높았고,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해당 방안을 지지하
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의 단계적 상승은 결국 3차 경기부양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

1) CBS News(2021.1.15), “Biden unveils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Retrieved on Jan 17th,
2021, https://www.cbsnews.com/news/biden-covid-relief-bill-stimulus-check/
2) CNBC(2021.2.21), “Pelosi says $15 federal minimum wage will be in the bill the House sends
to Senate, Here’s what you need to know,” Retrieved on Feb 15th, 2021, https://www.cnbc.
com/2021/02/11/pelosi-says-15-minimum-wage-will-be-in-house-bill-sent-to-sen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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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다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었다. 2월

2일 미국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편성 관련 법안에 한하여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정(reconciliation)을 결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
해 당원 소속에 따라 정확히 50대 50으로 표가 갈렸는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해당 조정
방안을 지지함에 따라 이 방안은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연방 하원은
찬성 219표, 반대 209표로 해당 방안에 동의를 표하였다.4)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안의 통과
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해졌고(통상적으로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압도적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5)), 단순 다수의 표결 결과
만으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2월 8일 재무서비스위원회와 교육 및 노동위원회의 초안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하원 소속
각 위원회들의 승인을 받아, 2월 22일 초안에 대한 미국 하원의 투표가 실시되었다.6) 해당 하
원 예산안은 2월 27일에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통과되어 미 연방 상원으로 넘겨졌고,7)
이에 대한 상원 차원의 수정을 거쳐 3월 6일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되었다.8) 3월 10

3) The New York Times(2021.3.17), “The Fight for (and Against) a $15 Minimum Wage,” Retrieved
on Mar 17t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17/podcasts/the-daily/minimumwage-stimulus-package.html

4) The New York Times(2021.2.10), “Republicans Denounce a Senate Power Play They Have Used
Themselves,”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nytimes.com/2021/02/10/us/politics/
5)

6)

7)

8)

stimulus-update-budget-reconciliation.html
CNN(2021.2.1), “Here's What Budget Reconciliation Is(And Why It Matters for Biden's Stimulus),”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cnn.com/2021/02/01/politics/reconciliation-bidenstimulus-congress-democrats/index.html
CNN(2021.2.23), “House Panel Sets Up Floor Vote on Covid Relief Bill Later This Week While
Senate Awaits Minimum Wage Decision,”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cnn.
com/2021/02/22/politics/covid-19-relief-bill-committee-advance/index.html
CBS News(2021.2.27), “Biden's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Passes House, But Faces Senate
Hurdle,”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cbsnews.com/news/house-passes-biden1-9-trillion-covid-19-relief-bill/
USA Today(2021.3.6), “Senate Passes Biden’s COVID Relief Bill Along Party Lines, Sending
Legislation with $1,400 Stimulus Checks to House,”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
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1/03/06/bidens-covid-stimulus-bill-passes-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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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원은 수정된 예산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고, 이후 이 예산안은 대통
령실로 넘겨졌다.9) 그 다음날인 3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미국 구제계획
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이라는 이름으로 3차 경기부양 예산안에 서명하였
다.10) 이는 실업보험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타 추가적인 혜택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11)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3차 경기부양 예산안은 당
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및 계획으로 시작하여 미국 하원과 상원의 입안, 수정 및 동
의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 3차 경기부양 예산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
이번 서명으로 인해 확정된 3차 경기부양 예산안은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당초 발
표와 같은 수준인 1.9조 달러(약 2,100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12) 다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
은 미국 상하원을 거치며 당초 발표된 계획과 약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3)14)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legislation-heads-house/6886446002/
9) BBC(

2021.3.10), “Biden's $1.9tn Covid Relief Bill Passes US Congress,”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6350463
10) The National(2021.3.12), “Biden Signs $1.9 Trillion Covid Stimulus into Law,” Retrieved on
Mar 17th, 2021, https://www.thenationalnews.com/world/the-americas/biden-signs-1-9trillion-covid-stimulus-into-law-1.1181921
11) Kare 11(2021.3.12), “Third stimulus check: Updated timeline for $1,400 payments,”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kare11.com/article/news/health/coronavirus/third-stimuluscheck-timeline-checks/507-4d1758ff-f907-408a-b76b-4591e910656c
12) The New York Times(2021.3.11), “A weekslong campaign to sell the stimulus bill to the
American public begins tonight, ” Retrieved on Mar 17 th, 2021 , https://www.nytimes.
com/2021/03/11/us/biden-signs-stimulus.html
13) The Wall Street Journal(2021.3.11), “What Is in the Third Covid-19 Stimulus Package?”
Retrieved on Mar 17th, 2021, https://www.wsj.com/articles/whats-new-in-the-third-covid19-stimulus-bill-11615285802
14) Forbes(2021.3.11), “President Biden Signs Stimulus Package Into Law – Here’s How It’ll Affect
You,”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forbes.com/advisor/personal-finance/bidensigns-third-stimulus-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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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앞선 2번의 추가 예산안과 같이 이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데 상당 부분의 예
산을 책정하였다.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7,990억 달러(약 903조 원)가 될 것이다.
그중 4,100억 달러(약 463조 원)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에게 1,400달러(약 155
만 원)씩 지급하는 용도로 책정되었다. 또한 실업보험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2,460억 달러
(약 278조 원)가 책정되어 9월 6일까지 주당 300달러(약 33만 원)가 실업보험 차원에서 연
장 지급되도록 하였다. 세금공제(tax credits) 혜택 증가, 특히 자녀 양육 및 자녀 양육비 관련
세금공제 혜택 증가(6세 이상 자녀의 부모들은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6세 미만 자녀의
부모들은 3,600달러로 인상, 자녀의 연령도 17세까지로 인상) 관련 예산에 1,430억 달러(약

161조 원)가 책정되었다.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총 590억 달러(약 67조 원)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 중 70억 달러(약 8조 원)가 300인 미만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급여
대출 프로그램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그리고 150억 달러
(약 17조 원)가 경제적 피해로 인한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음을 감안하여, 최근 수입
이 상당 수준 감소한 식당 및 주점들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250억 달러(약 28조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해당 부양 예산안 중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건강 관련 추가 예산이다. 이 중 코로나19 관
련 예산은 1,230억 달러(약 139조 원)가 책정되었다. 이 중 500억 달러(약 56조 원)는 코로
나19 검사와 감염자 추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건강상 재해 관련 비용 및 장례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470억 달러(약 53조 원), 백신 배포
를 위한 물류 관련 비용에 160억 달러(약 18조 원), 공공진료소 등 다양한 의료기관들에 추
가적인 의료 물자를 지급하는 데 100억 달러(약 11조 원)가 배정되었다. 그리고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9월 말까지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에 사용되는 기타 건강 관련 예산은 1,050억 달러(약 119조 원) 수
준으로 책정되었다.
그 외에도 각 주정부 및 지역 정부들이 각자의 지역 현실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
책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특히 주거 및 자녀 양육 등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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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약 407조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 중 1,950억 달러(약 220조 원)는 주정부
에 지급될 예정이며, 1,550억 달러(약 175조 원)는 주정부 산하의 지역 정부들에 직접 지급
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 관련 예산 중 100억 달러(약 11조 원)는 연방정부 수준에서 기반
시설 정비 및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에게 의료유급휴가(medical
paid leave)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외에도 교육 관련 예산에 1,760억 달러(약

199조 원), 농업 관련 예산에 160억 달러(약 181조 원),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 기타 예산에
1,940억 달러(약 219조 원)가 책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안은 미국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6.5%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는 이번 예산안 통과 이전의 수치였던 3.2%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OECD는 위
와 같은 성장세가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1%p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15) 이는 실제 미국 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미국의 유력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은 이번 예산안 통과 직
후 1만 3천 명의 직원을 강제휴직(furlough) 상태로 두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16) 이렇듯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하여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되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계획된 3차 경기부양책이 어떠한 과
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차 경기부양
15) The Guardian(2021), “Covid-19 Vaccines and Stimulus Plans Will Aid Global Growth, Says
OECD,”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mar/09/
covid- 19 -vaccines-stimulus-global-growth-oecd#:~:text=The% 2037 % 2 Dnation% 20
OECD%20said,rate%20by%20one%20percentage%20point.
16) The Hill(2021.3.10), “American Airlines Cancels 13,000 Furloughs after Stimulus Package
Passes,”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thehill.com/regulation/transportation/542613american-airlines-cancels-13000-furloughs-after-stimulus-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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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것이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는 미국이 코로나19로부터 독립하
여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17)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의 의료 상황, 노동시장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얼마나 빠른 변화를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표 1> 2021년 미국 구제계획법의 예산 내역
현금 지급 (4,100억 달러, 약 463조 원)
개인
(7,990억 달러, 약 903조 원)

추가 실업 보험 (2,460억 달러, 약 278조 원)
세금 공제 확대 (1,430억 달러, 약 162조 원)

중소기업
(590억 달러, 약 67조 원)
총예산
(1.9조 달러,
약 2,100조 원)

공공 보건
(2,280억 달러, 약 258조 원)

중소기업 지원 (340억 달러, 약 38조 원)
식당 및 주점 특별 지원 (250억 달러, 약 28조 원)
코로나19 관련 (1,230억 달러, 약 139조 원)
건강 관련 (1,050억 달러, 약 119조 원)

주정부 및 지역 정부 (3,600억 달러, 약 407조 원)
교육 (1,760억 달러, 약 199조 원)
농업 (160억 달러, 약 181조 원)
기타 (1,940억 달러, 약 219조 원)

자료 :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Retrieved April 2nd,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319

17) The White House(2021.3.11),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Announce All Americans to
be Eligible for Vaccinations by May 1, Puts the Nation on a Path to Get Closer to Normal
by July 4th,” Retrieved on Apr 2nd,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
statements-releases/2021/03/11/fact-sheet-president-biden-to-announce-all-americansto-be-eligible-for-vaccinations-by-may-1-puts-the-nation-on-a-path-to-get-closer-tonormal-by-july-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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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영국인의
정신건강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정책의 지속이 영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
코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동제한 및 재
택근무 확대 등으로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친인척 및 지인들과의 교류까지 줄
어들면서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등 정신건강의 악화를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 2021년 영국 사회이동성 지표(Social Mobility Barometer 2021)」1)에 따르면, 영국인의

55%가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46%가 ‘팬데믹 회복 계획에 있어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언급2)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영
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국인의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
는지 나이, 성별, 그리고 소득 및 고용상태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영국 정

1) 영국 사회이동성위원회(Social Mobility Commission)는 매년 사회이동성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 지표는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영국인 4,6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2) 이는 ‘취업 기회 확대’(4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며, ‘교육 접근성 개선’(33%)이 그 뒤
를 이었다(영국 정부 홈페이지 Press release(2021. 3. 11), “Most people believe inequality has
increased due to the pandemic”,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st-people-believeinequality-has-increased-due-to-the-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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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응 방안들도 정리해 본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국인의 정신건강 실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영국인의 정신건강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
3)(이하 보고서 )를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
월「 코로나19 정신건강 및 복지 감시 보고서」
‘
’

트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평가에 있어 특히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대학교(UCL)의「 코
로나19 사회조사(COVID-19 Social Study)」자료4)를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5), 이에 따
르면 1차 봉쇄정책 시행 초기인 2020년 3~4월에 크게 악화되었던 영국인의 정신건강은 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8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2
차, 3차 봉쇄정책이 이어지면서 정신건강 지수는 다시 악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를 정신건강 증상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증 척도6)는 1
차 봉쇄정책 초기인 2020년 3~4월에 7.0점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8월 초에는 4.9
점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 9월부터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2월 기준 6.1점 수준으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기준치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불
3) 이 섹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영국 정부 홈페이지,
2020.9, “COVID-19: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urveillance report”, 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covid-19-mental-health-and-wellbeing-surveillance-report).
4) 영국에 거주 중인 성인 2만~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국가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
도록 가중치를 적용한다.

5) 영국 통계청(ONS)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Coronavirus and the social impacts
on Great Britain)」자료도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UCL 자료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개인 특성, 소득 수준 및 고용상태별 분석에서는 UCL 자료만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UCL 자료만 서술한다.
6) 우울증 척도(Patient Health Questionaire: PHQ-9)는 우울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9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평가하는 것으로, 0~4점은 우울증 없음, 5~9점은 약한 우울증, 10~14점은 보통 정도의 우울
증, 15~19점은 약간 심각한 우울증, 20~27점은 심각한 우울증을 의미한다.
7)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 기준치 설정에 있어 항목별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우울증 척도의 경
우에는 Tomitaka 등이 미국 사례를 연구한 결과(평균 3.2점)를 참고하였다(Tomitaka et al.(2018),
“Stability of the distribution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scores against age in the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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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울증 척도(PHQ-9)

[그림 2] 생활 만족도
(기준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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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정도가 심각한 것
으로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각주 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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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0점은 ‘전혀 만족하지 못함’, 10점은 ‘완전
히’ 만족함을 의미, 2) 기준치는 영국 통계청

2) 기준치는 Tomitaka et al.(2018)의 미국

설문 결과의 2019년 평균치를 활용, 3) 음영

사례 연구 결과의 평균치 3.2점을 활용함. 자

부분은 각각 1차, 2차, 3차 봉쇄기간을 의미.

세한 내용은 각주 7)을 참고. 3) 음영 부분은

자료 : UCL,「 코로나19 사회조사」.

각각 1차, 2차, 3차 봉쇄기간을 의미.
자료 : UCL,「 코로나19 사회조사」.

안장애 척도8)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 3월 6.0점에서 2020년 8월에는 3.7
점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1년 1월에는 4.7점을 기록하였다. 2021년 2월
에는 소폭 하락하여 4.2점 수준이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기준치9)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생활 만족도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
population :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nt Psychiatry,
Published online 2018 Aug. 23. doi: 10.3389/fpsyt.2018.00390
8) 불안장애 척도(General Anxiety Disorder-7: GAD-7)는 불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7개 질문에 대
한 응답을 평가하는 것으로, 0~5점은 불안감 없음, 5~9점은 약한 불안감, 10~14점은 보통 정도의 불
안감, 15~21점은 심각한 불안감을 의미한다.
9) 불안장애 척도에 대한 팬데믹 이전 기준치는 Löwe 등이 독일 사례를 연구한 결과(평균 2.97점)를 참
고하였다(Löwe et al.(2008), “Valid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reener(GAD-7) in the general population”), Medical Care, 46(3),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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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영국 통계청이 조사한 생활 만족도 점수는 2019년 평균 7.7점(10점 만점)을 기록했으나

2020년 3월 UCL의「 코로나19 사회조사」에서는 5.4점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척도들과 마
찬가지로 생활 만족도 점수도 2020년 9월까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6.5점까지 상
승했으나, 이후 다시 악화되면서 2021년 1월에는 5.6점까지 하락하였고 2021년 2월 소폭
상승하여 6.0점을 기록했다.
한편, 영국가구종단연구(UKHLS)10) 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도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
월 중 영국인의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Banks and Xu(2020)11)는 경증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되는 ‘일반 건강 질문(General Health
Questionnaire : GHQ-12)12)’을 활용한 연구에서 2020년 4월 중 영국 가구의 정신건강 수
준이 2017~19년에 비해 평균 8.1% 악화되었다고 주장했고, Falkingham et al.(2020)13)은
불면증을 겪는 사람의 비율이 팬데믹 이전 15.7%에서 2020년 4월 24.7%로 증가했다는 조
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 최근에 진행된 한 연구14)에서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9년 20.7%에서 2020년 4월 29.5%까지 늘었다가 2020
년 9월에는 다시 21.5%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UCL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
와 같이 2020년 9월 이후 영국인의 정신건강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10) 영국가구종단연구(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UKHLS)는 UCL에서 2009년부터 영국 4만
여 가구의 만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패널조사로, 영국인의 보건, 노동, 교육, 경제상황,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11) Banks

and Xu(2020),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the first two months of lockdown and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K”, IFS Working Paper W20/16, doi:
10.1920/wp.ifs.2020.1620
12) 정신적

고통에 관한 12개의 질문에 ‘전혀 없으면 0점’, ‘평소보다 덜하면 1점’, ‘평소보다 심하면 2점’,
‘평소보다 매우 심하면 3점’으로 답한 것을 합산하여 높은 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13) Falkingham et al.(2020), “‘Sleepless in Lockdown’: Unpacking Differences in Sleep Los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in the UK”, doi: https://doi.org/10.1101/2020.07.19.20157255
14) Daly

and Robinson(2021), “Longitudinal changes in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UK from
2019 to September 2020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a large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1.1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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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성별 현황
연령 및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팬데믹은 청년층과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초 기준 연령별 우울증 척도를 보면(그림 3 참
조), 60세 이상은 4.6점, 30~59세는 7.3점 수준이었으나, 18~29세는 10.0점에 달했다. 또한
성별 우울증 척도를 보면 여성이 7.9점으로 남성(6.0점)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물론 이는 팬데믹 이전부터 청년층과 여성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
했던 것에도 일부 기인한다.15)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청년층과 여성이 팬데믹에 따른 악영향
을 더 크게 받으면서 여타 연령층 및 남성과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
를 들어 Pierce(2020)16) 등이 2020년 4월의 일반 건강 질문 점수를 2018~19년과 비교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8~24세에서 그 증가폭이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증가폭은 0.9
점으로 전체 인구 평균 증가폭(0.5점)보다 컸다. 일부 연구들은 팬데믹과 봉쇄정책에 따른 집
안일 및 육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건
강도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17)
한편 2020년 4월 이후 전반적으로 영국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때는
청년층과 여성의 회복세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여타 연령층 및 남성과의 격차도 다소 완
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악화 추세로 전환되면서 그
격차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15) 예를 들어 2014년 영국「 성인 정신질환 조사(Adult Psychiatric Morbidity Survey)」에서 일반 정
신질환(common mental disorders, CMD) 증상을 호소한 비율을 보면, 연령별로는 16 ~ 64 세
가 17 ~ 18 %로 65 ~ 74 세( 10 %) 및 75 세 이상( 8 %)의 두배 정도였고, 성별로는 여성이 19 . 1 %로
남성(12.2%)보다 크게 높았다(Adult Psychiatric Morbidity Survey: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England, 2014., https://digital.nhs.uk/data-and-information/publications/
statistical/adult-psychiatric-morbidity-survey/adult-psychiatric-morbidity-survey-surveyof-mental-health-and-wellbeing-england-2014).
16) Pierce et al.(2020), “Mental health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probability sample survey of the UK population”, The Lancet Psychiatry, 7(10), pp.883~892.
17) Xue and McMunn(2020),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the Covid-19 lockdown on
unpaid care work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UK”, doi: 10.31235/osf.io/wzu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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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별 우울증 척도(PHQ-9)

[그림 4] 성별 우울증 척도(PH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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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우울증 정도가 5~9점은 약함, 10~14점은 보통, 15~19점은 약간 심각, 20~27점은 심각함을 의미, 2)
음영 부분은 각각 1차, 2차, 3차 봉쇄기간을 의미.
자료 : UCL,「 코로나19 사회조사」.

소득 수준 및 고용 상태별 현황
소득 수준별로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 가구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정도가 고소득
가구에 비해 높았다. [그림 5]에서 2020년 4월 초 소득 수준별 우울증 척도를 보면, 연 소득

16,000파운드(약 2,4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9.2점으로 여타 가구(5.6~6.9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그러나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격차가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낮
은 계층의 정신건강이 더 크게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19)가 있다. 또한 보고서는 취업 여부에
18) 보고서는 연소득 16,000파운드 이상인 가구 간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는 점을 근거로, 소득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많다고 정신건강 수준이 더 양호한 것
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9) Wright, Steptoe and Fancourt(2020), “How are adversities during COVID-19 affecting mental
health? Differential associations for worries and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medRxiv, doi: https://doi.org/10.1101/2020.05.14.20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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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득 수준별 우울증 척도(PH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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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각주 6)을 참
고. 2) 음영 부분은 각각 1차, 2차, 3차 봉쇄기간을 의미.
자료 : UCL,「 코로나19 사회조사」.

따라 팬데믹의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일자리를 갖는 것이 1차 봉쇄기간 중 정
신적 고통이나 외로움을 예방한다20)거나 미취업자가 취업자나 은퇴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연구 결과21)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영국 정부의 대응 방안
이처럼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 자선단체 ‘정신건강센터(Centre for Mental Health)’가 국민건강서
비스(NHS)와의 협업을 통해 만든 모델은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혹은 추가로 정신건강 관련

20) Li and Wang(2020),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general psychiatric disorders and loneliness
during COVID-19 in the United Kingdom”, doi: 10.1016/j.psychres.2020.113267
21) Pierce et al.(2020),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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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잉글랜드 내에서만 최대 1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22) 이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회복 실행 방안23)
영국 정부는 2021년 3월 27일 5억 파운드(약 7,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 ‘정신건
강 회복 실행 방안(Mental Health Recovery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팬데믹
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분열증과 같이 심각한 정신
질환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우울감 등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불안장애,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NHS 상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3,800만 파운드(약 570억 원)
를 배정하여 2021~22년에 16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
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1차 진료와 2차 진료의 협업 등을
통해 개선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800만 파운드(약 870억 원)의 예산을 배
정하였다. 이를 통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좀 더 개선된 정신적·육체적 치료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관리, 자해 방지, 투약 관리, 고용 지원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정책의 일부로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회성 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정책과 성인을 위한 정책 사이에서 자
칫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18~25세 청년층에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300
만 파운드(약 195억 원)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신체 검진과 코로나19 백
신 접종 등을 장려하는 정책에 1,400만 파운드(약 210억 원)를 지원한다. 또한 치매, 지적장
22) 이 중 아이들 및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수는 150만 명이다(Centre for Mental Health, 2020.10,
“Covid-19 and the nation’s mental health - Forecasting needs and risks in the UK”).
23) 영국 정부 홈페이지 Press release(2021.3.27), “Mental health recovery plan backed by ￡500
million”, https://www.gov.uk/government/news/mental-health-recovery-plan-backed-by500-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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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자폐 등과 관련하여 팬데믹으로 지연된 진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4,800만 파운드(약

720억 원)를, 자원 봉사나 지역사회 기관들을 통한 자살 방지 활동에 500만 파운드(약 75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NHS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인력의 교육에 1억 1,100만 파운드(약 1,665억 원)
를 투자하여, 2023~24년에 200만 명이 추가로 NHS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24)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비영리 자선단체 씽크 어헤드(Think Ahead)에 자금을 지원하여

2016년부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2년제 석사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팬
데믹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과정부터 최대 3년 동안 지원자금 규모
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학위를 수료하는 사회복지사 수가 연평균 100여 명 수준에서

16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석사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극심한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
람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실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데, 향후 2년간 양성되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320여 명은 2025년까지 최소한 1만여 명의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 지속25)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 PHE)은 2019년 10월부터 ‘모두의 정신건
강이 중요합니다(Every Mind Matters)’라는 캠페인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자신과 가족 및 친
24) 영국 정부 홈페이지 Press release(2020.9.29), “New recruitment drive to help 10,000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recruitment-driveto-help-10-000-people-with-serious-mental-illness
25) 영국 정부 홈페이지 Press release(2021.1.18), “New Every Mind Matters campaign”, https://
www.gov.uk/government/news/new-every-mind-matters-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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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5개의 간
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며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인별 행동 계획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약 260만 명이 서비스를 제
공받았다.
또한 이 캠페인은 불확실성, 돈이나 직업에 대한 걱정 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
고 팬데믹 기간 중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과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
인 조언과 지원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특히 청년
층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축구선수나 배우를
서포터즈로 활용하는 등, 캠페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맺음말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방역조치에 따른 각종 제약이 지속되면서 우울감이
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바로 사라지지 않고 장기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
지 한국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정신질환
에 대한 부정적 편견도 강하기 때문에 예방이나 치료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대응
사례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_77

2021년 4월호 pp.78~87
한국노동연구원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
(2021~25)과 노동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장기 계획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규획’을 1953
년 이후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1) 5개년 규획에서는 대략 국가의 중대 건설 프로젝트 계획,
생산 규모의 지역적 분포 및 중요한 국민경제의 비율 조정 등과 같은 국민경제 발전의 장기
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5개년 규획은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5개년 규획을 살펴보면 중국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
고, 이후 변화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시행한 제14차 5개년 규획의 정식 명칭
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中华
人民共和国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綱要)’으로,

2021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 및 확정되었다.

1) 신중국이 설립된 1949년 10월~1952년 말까지의 국민경제 회복 시기와 1963~1965년까지의 국민경
제 조정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5개년 규획이 계획 및 시행되지 않았다. 5개년 규획은 처음에는 ‘5개년
계획(計劃)’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부터 ‘5개년 규획(規劃)’으로 명칭
이 바뀌었다. ‘계획’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제시된 것이라면, ‘규획’은 목표보다는 권고와 정책적 방
향의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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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5개년 규획의 내용
이 요강의 내용은 총 19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각각 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적 건설 ② 혁신주도 개발의 지속 ③ 현대 산업체계 발전의 가속화 및 실물경제의 기초 강화
④ 국내 시장 강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기제 구축 ⑤ 디지털 개발 가속화 및 디지털 중국 건설
⑥ 개혁의 전면적 심화 ⑦ 농어촌 우선발전 유지 및 농촌진흥사업의 전면적 추진 ⑧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및 신형 도시화 전략 추진 ⑨ 권역별 경제 발전 촉진 ⑩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
전 및 국가의 소프트파워 강화 ⑪ 녹색경제 추진 ⑫ 대외개방 확대 ⑬ 국민소질 함양 ⑭ 민생
복지 증진 ⑮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⑯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 ⑰ 사회주의 민
주법치 강화 및 당과 국가의 감독 시스템 개선 ⑱ 일국양제(一國兩制)2) 유지 및 조국통일 추
진 ⑲ 규획 실행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3)
이 중에서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획득한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강조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략적 과학 기술력을 강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과학기술 강국을 건
설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강화를 강
조하며 국내 경제의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순환과 결합해 국내외 경제의 쌍순환을 이
루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가급적 빨리 건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수 확대 전략을 실시해
생산·분배·유통·소비가 더욱 국내 시장에 의존하도록 하고, 공급 체계의 내수시장 적합성을
높여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높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수 확대를 위한 신형 도시화 계획4)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고
2)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체제’라는 뜻으로,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및 마카오의 관계에서 일국양제 정책이 적용
되고 있다.
3) 新華網(2021.3.12),「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lh/2021-03/13/c_1127205564.htm(최종검색일 : 2021.3.25)
4) 이를 위해 호적제도 개혁, 공공서비스 강화 등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가속화하고, 국가 주요 지
역의 발전전략 이행을 가속화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급 경제발전 통합지구로서 베이징을 중심으
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경제구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長江) 삼각주 경제구역, 광저우·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주장(珠江) 삼각주 경제구역) 등의 광역 도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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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사슬과 공급망 업그레이드,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융합 발전 등을 제시했다. 내수 확대뿐만 아니라 대외개방 정책도 심화할 전망이다. 수
출주도 전략으로 형성해 온 국제 시장과의 관계를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해외자금의 유입 및
수입 확대 등으로 전환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대된 국내 시장과 긴밀하게 결
합하려는 것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개혁개방의 새로운 단계를 연다. 이는 개혁개방의 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핵
심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적절히 설
정하는 것이다. 재산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시장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시장 주
체들을 위해 공정한 시장화·법치화 및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일련
의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사회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공공문화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요 문화와 자연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국가급 문화공원을 여러 곳에 조성한다. 그리고 신형 문화기업,
문화 관련 업종 및 문화 소비 모델을 개발하고 고품질 문화상품의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중
국 전통 고사(故事)의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대외 문화교류와 다층적인 문명 간 대화를 넓혀
중국 문화의 소프트파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넷째, 생태문명 건설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도약한다. 국토공간 규획과 용도의 관리 및 통제
를 강화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새로운 수준의 복지를 실현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증가, 고용안정 및 확대, 공공
서비스 시스템 개선,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소득 증가와 관련해 1차 분배에서 노동보수
5)의

비중을 높이고 임금인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중

소득층을 확대한다. 토지, 자본 등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통한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모
색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재산 소득을 증가시킨다. 또한 조세, 사회보험 등의 역할을 강화

지정 및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 노동보수에는 임금에 더해 사회보험, 기업으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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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분배 체계를 개선한다. 고용안정 및 확대를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장
려하고 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을 확대하며, 구조적 취업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별히 주의
를 기울인다.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선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평균 수준을 개선하고 전체 국민
의 교육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며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와 위생건강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
하도록 개선하게 했다. 또한 국가의 공공위생 보호망을 튼튼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전방위적
이고 전주기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빈곤
정책과 농촌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농촌 저소득층과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 시스
템을 구축한다. 또한 빈곤으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탈빈곤을 위한 후속 지원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국가의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한다. 2035년까지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능력의 현
대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관리체계 개혁을 심화하고 직책이 분명하고 법치 행정
이 명확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해 부
국과 강군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한다.6)
이상의 목표 중에서도 특히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이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7)

■ 제14차 5개년 규획과 노동시장의 변화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중국 국무부 산하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고용창업연구실 장
6) 人民網(2020.12.4),「 “十四五”時期經濟社會發展主要目標(學習貫徹黨的十九屆五中全會精神)」, http://
ip.people.com.cn/n1/2020/1204/c136655-31954879.html(최종검색일: 2021.3.25); 中國共產黨
新聞網(2021.1.18),「 如何理解“十四五”時期經濟社會發展主要目標？人民日報理論解讀來了」, http://
theory.people.com.cn/n1/2021/0118/c40531-32002472.html(최종검색일: 2021.3.25)
7) 中國財經(2021.2.25),「 開局“十四五”聚集中國經濟三大關鍵詞：擴大內需 不急轉彎 科技創新」, http://
finance.china.com.cn/news/special/lianghui2021/20210225/5504600.shtml(최종검색일: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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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빈(張麗賓) 주임은 현재 중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
째, 중국의 노동시장에는 다수의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오래된 문
제들로는 △ 노동시장의 범주와 개념, 발전 방향 등에 관련한 이론적 문제 △ 각 주체별로 분산
된 노동시장의 통일 △ 노동시장 내 각종 차별문제와 높은 구직비용 문제 △ 공공서비스 시스
템의 불편함 등이 있다. 그리고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문
제들로는 △ 경기침체와 중미 무역 마찰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인건비 상승과 혁신 부족으
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 △ 중국에서 장기간 존재해 온 재정금융 리스크 등이 있다.
둘째, 기술발달은 고용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고용의 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나눠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 기술발달로 인한 생산 효율성 향상과 그 결과
로서 소득 격차 확대 △ 기술발달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 발생 △ 새로운 고용형
태의 등장이 야기하는 노동자 권익 보장에 대한 도전 △ 노동력 수요의 지역적 차이 확대 등
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 전체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 참여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발생 △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불일치 △ 노동 방식의
변화에 영향받는 노동자의 휴식과 여가문제 등이 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층과 불안정 고용
집단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소득분배의 구조적 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중국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증가하
는 동시에 도시 저소득 빈곤층도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리빈 주임은 교육개혁이 노동시장의 자원배분을 향상시킬 중요한 출발점임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교육제도하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제
도는 성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학생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제도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와 노동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교육제도는 일반교육에 치중되어 있어서
직업교육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자원 배분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직급별 전문 체계를 구축하고 직책마다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8)

8) 搜狐(2019.11.22),「 政策簡報|“十四五”期間勞動力市場的主要問題和應對措施」, https://www.so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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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
망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방면에서 모두 빠른 변화가 예상되
므로 노동력의 공급 및 수요 측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
화되어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에 ‘중도(中度) 고령화’9)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에 따라 노동력 공급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외부 충격이 중국의 고용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
으로, 정부는 노동력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력 공
급의 상대적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총수요 및 총공급을 살펴보면, 수요
면에서는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총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
국사회과학원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총노동력 수요가 2019년 7억 7,500만 명에
서 2025년에는 7억 8천만~7억 8,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공급 면에서
는 고령화에 따라 총공급이 2019년 7억 5,6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7억 2,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수요·공급 간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서비스
업 고용 비중이 증가하여 총고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노동 공급의 유연성은 지속
적으로 감소해 임금 인상으로 도시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키던 시스템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
다.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10)
이 외에도 고용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기술발달과 일자리의 관계이다.
기술발달로 인한 로봇의 보급은 의외로 강력한 ‘고용 파괴’ 효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한
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보고 No. 20」에 의하면, 로봇의 보급은 중국 제조업 공정의 19.6%만을 직접적으로 대
체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고숙련 일자리 및 로봇과의 협업 일자리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오히려 문제는 기술발달로 인한 임금 격차이다. 비정규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고용방식과 노
com/a/355379991_345245(최종검색일: 2021.3.25)
9) 60
 세 이상의 인구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중도 고령화’ 사회로 정
의한다.
10) 中工網

(2021.1.25),「 十四五時期高質量就業，需要邁過幾道坎」, http://job.workercn.cn/34168/202
101/25/210125134802390.shtml(최종검색일: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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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중국 도시 노동력 조사(CULS)」결과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
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렇게 증가한 비정규 고용에는 아직 노사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
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피고용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또 지역에 따른 고용환
경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동부 지역과 달리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은
실업률이 7%를 넘기도 하고, 자원 고갈, 단일한 산업구조, 고용 기회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도시 지역의 노동 참여율은 55%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11)

■ 제14차 5개년 규획과 노사관계 정책
멍취안(孟泉) 외(2020)12)는 제13차 5개년 규획 시기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
로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노사관계 정책은 이전의 소통
혹은 차단에서 2010년부터 조정과 예방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중재,
소송 전 사전조정, 인민조정제도13)를 중심으로 하는 조정체계와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단
체협상제도가 노사관계 정책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에 지방정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지방 경제발전을 위한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재 및 소송과 같은 기존의 방식은 이미 현실적으로 노사분쟁에서의 조정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어야 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보충적
11) 中工網(2021.1.25), 앞의 자료.
12) 孟泉·雷曉天(2020),「 “十四五”时期我国劳动关系治理的发展方向与策略选择」,『 中国人力资源开发』,
37(12).
13) 인민조정제도는 중국 사법제도 중 일종의 보조적 제도로서 분쟁 발생 시 국가의 개입 없이 인민조정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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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정에 개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인 사전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단체협상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기업
노사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임 속에
서 새로운 분쟁 예방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13차 5개년 규획 시기 때 중앙 정부가 대중단체(群團組織)14) 개혁15)을 주도적으
로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역시 개혁 방안을 모색했는데, 노동조합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
요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합법 기관으로서 노사관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중국의 노동조합은 주도적으로 단체협상과 노사협력, 노사 간
소통 등을 이끌어 노사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개
혁의 동기와 체계 및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지역화, 분산화, 수동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집단적 노사분쟁이 없고 국가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강력하게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단체 개혁 방
향에 적절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플랫폼 경제의 비정규 고용 모델은 이미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출현하면서 중국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고용형태에 있어 전통적으로 제조업 정규직 위주였지만 플랫폼 경제가 출현하면서
비정규 고용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노동
자의 사회보험 문제, 직업능력개발 문제, 노사분쟁 해결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16)

14) ‘대중단체’는 일종의 사회단체를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앙기구편제위원회(中央機構編制委員會)
에서 관리하는 대중단체로는 중화전국총공회(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중화전국
여성연합회 등 22개 조직이 있다.
15)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15년 7월「 당의 대중단체 사업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중공 중앙 의견」
을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제13차 5개년 규획 시기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단체 개혁을 추진
했다. 이 의견은 1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중국 공산당위원회의 대중단체 사업에 대한 조
직적 지도 강화 △ 당과 정부의 중심 사업에 대한 대중단체의 대중 동원 강화 △ 대중단체의 대민 서
비스 활동 활성화 및 대중의 합법적 권익옹호 사업 강화 △ 대중단체의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 참여
및 사회안정 추구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6) 中工網

(2021.1.25),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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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법연구실의 왕톈위(王天玉) 부주임은 제14차 5개
년 규획 시기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노사관계
정책의 핵심을 근로계약 체결률 제고에서 임금소득 분배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
다. 둘째, 제조업과 국유기업에서의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 셋째, 새
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노동권익 보장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노사관계 관련 법치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17)

■ 맺음말
중국의 5개년 규획은 국가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제14차 5개년 규
획 역시 현시기 중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이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 핵
심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확대를 통해 국내 및 국제 경제의
대순환을 쌍순환으로 연결함으로써 이후 중국 경제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의 혁신으로 이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해
서도 새로운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노동시장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
재하고 있는 데다가 작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무
관하게 독립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들
이 직접 노동문제에 대응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월 말에는 북경 지역에서 노동 권
익옹호 활동을 하던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자조모임 대표가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
다.18) 플랫폼 경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고용환경은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듯하
17) 中國法學網

(2020.11.7),「 全力構建中國特色和諧勞動關係」, http://iolaw.cssn.cn/zxzp/202011/
t20201109_5213130.shtml(최종검색일: 2021.3.25)
18) 中國勞工通訊(2021.3.2),「 組織互助平台表達騎手不滿 外賣騎手盟主被捕」, https://clb.org.hk/zhhans/content/%E3%80%90%E6%8C%81%E7%BB%AD%E6%9B%B4%E6%96%B0%E3%80%
91%E7%BB%84%E7%BB%87%E4%BA%92%E5%8A%A9%E5%B9%B3%E5%8F%B0%E8%A1
%A8%E8%BE%BE%E9%AA%91%E6%89%8B%E4%B8%8D%E6%BB%A1-%E5%A4%96%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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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의 노동 정책 과제에 이러한 문제가 고
스란히 담겨 있다. 중국 사회가 향후 5년 동안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
가 있다.

8D%96%E9%AA%91%E6%89%8B%E7%9B%9F%E4%B8%BB%E8%A2%AB%E6%8D%95; 創
投網(2021.3.2),「 餓了麼涉嫌變相降低騎手過年獎勵 相關人士: 騎手盟主被抓」, http://www.xunjk.

com/xinwen/gongsi/2021/0302/134352.html(최종검색일: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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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미국 :코로나19가 작업장에 가져다 준 변화
미국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한

호텔링(office hoteling : 필요할 때마다 근무공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 장기

을 예약해 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될 것

화된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갤럽

으로 내다봤다. 원스트림 소프트웨어(OneStream

따르면,1)

노동자 10명 중 8명가량

Software)의 경우, 위치 기반 가상모임(virtual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방 차원에서 기존과 다른 방

happy hour)을 만들고 직원들의 소식을 공유할 디

식으로 일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

지털 프로그램과 가상학습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년 동안 꾸준히 80% 내외를 기록하였는데, 그중 절

을 설계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지의 사

반가량이 업무방식 변화로 인해 일을 수행하기 힘

무실을 직원을 위한 협업 센터로 만들 계획인 것으

들어졌다고 응답했다. 원격근무(remote work)의

로 알려졌다. 또 목재 도매기업인 브랜드 본 럼버

활용은 2020년 봄 이래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Brand Vaughan Lumber)는 청소와 위생 등에 많

10명 중 6명 정도가 일정 시간 이상 원격근무를 활

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고, 금융기술기업 브라이

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백

트웰(Brightwell)은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최

신 접종과 상관없이 원격근무를 계속 진행하길 원

하던 점심식사 이벤트를 폐지했다고 한다. 글로벌

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기업 프로티비티(Protiviti)의 경우, 100%

(Gallup) 조사에

따르면,2)

코로나19와 재택근무, 그

원격서비스 모델로 전환한 이후, 동료들과의 가상

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증가에 따라 많

커피타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주 무작위로 직원들

은 기업이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을 짝지우고 15분간 채팅을 통해 비정기적인 상호

한 재택근무로 인해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틀이 깨

작용을 반복하도록 했다고 한다.

ABC 뉴스에

짐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에도 적절한 장소와 시간
대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0년 연말의 경우, 거의 모든 종류의 연말
파티가 취소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연말파티 예산

구체적으로 애틀랜타의 주요 일간지인 AJC에 따

으로 책정되었던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가족

르면, 3) 애틀랜타의 Top Workplaces(전국 단위

들과 더욱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바 있었

의 우수모범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 경영진들

다. 또한 인기 가수를 가상 콘퍼런스 프로그램에 초

은 유연한 재택근무에 덧붙여 가상회의나 오피스

청하여 온라인 콘서트를 즐긴 경우도 있었다.4)

1) Gallup News(2021.3.17), “How has the pandemic affected U.S. work life?” https://news.gallup.com/
poll/339824/pandemic-affected-work-life.aspx (검색일 : 2021.3.23)
2) ABC7 News(2021.3.18), “How COVID-19 pandemic forever changed the workplace, wha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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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oing going forward.” https://abc7news.com/work-from-home-california-coronavirus-bay-areashelter-in-place-start-date-sf/10426731/ (검색일 : 2021.3.23)
3) AJC(2021.3.19), “COVID-19 presents challenges, changes, for Top Workplaces.” https://www.
ajc.com/top-workplaces/covid- 19 -presents-challenges-changes-for-top-workplaces/
PMRZB6XJK5FRBPV3WYJMEJ7L54/ (검색일 : 2021.3.24)
4) ABC News(2020.10.29), Virtual activities replace lavish office holiday parties amid pandemic, but
promise interactive fun. Retrieved on Mar 17th, 2021. https://abc7news.com/company-holidayparties-covid-19-office-social-gatherings-virtual-party-ideas/7459266/

미국 : 농장을 둘러싼 노조 조직화 캠페인과 사유재산 침해 사이의 충돌
미국 노조 관계자들은 각지의 노동자들을 만나

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맞섰다.

조직 결성에 관해 의논하고 권유하기도 하는데, 때

사측, 즉 시더포인트(Cedar Point) 농장을 소유

로는 결성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하고 있는 마이크 파너(Mike Fahner)는 노조와 접

최근 아마존의 노조 결성 움직임 뒤에도 노조 관계

촉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접근을 허용

자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 활동가와 노동

하는 규정이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즉, 예

자 간의 접촉과 관련해 농업 부문에서 논란이 제기

전과 달리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정보기기가 보편

되고 있다.

화된 시대에는 조합원들이 굳이 작업장에 들어오

사건의 발단은 2015 년 전미농업노조(United

지 않고도 노동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Farm Workers : UFW) 대표들이 북부 캘리포니아

에 반해 노조 관계자인 마리오 마르티네스(Mario

에 위치한 딸기 농장에 나타나 노동자들에게 노조

Martinez)는 농장 노동자 대부분이 이민자로서 영

시작되었다.1)

이들의 접근은

어와 스페인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고 정규

1975년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노조 접근 관련 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노트북이나 스마트

정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 규정에서는 노조

폰 등에 대한 접근성도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

조합원들이 1년에 120일까지 출퇴근 전후나 점심

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성을 권유하면서

시간에 농업 노동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농장주인 마이크 파너는 노조가 사전에 서면통지

다. 이 사건에 대해 농장 측은 사유지 불법 침입으

를 하지 않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로 규정하며 노조 활동가들이 일터에 들어와 노동

농업노사관계위원회(The California Agricultural

자들에게 작업장을 벗어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

Labor Relations Board, 이하 ‘위원회’)에 문제를 제

고, 노조 측은 노동자에게 강제한 적이 없으며 노동

기하였으나, 2016년 위원회는 해당 청구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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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파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1975년

의 접근을 허용한 이 규정은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

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과 2심에서 패배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

균형이 맞도록 하는 것이기에 수정헌법 5조의 취지

다.

에 부합한다고 반박하였다.

2021년 3월 22일 대법원

변론에서2)

농장주 측

해당 사건의 결과는 노조 조합원의 농장 접근권

변호사인 조슈아 톰슨(Joshua Thompson)은 정부

한뿐 아니라, 정부의 사유 시설 안전보건 점검이나

차원의 점검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받은 권한을 행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등을 총망라한 사유재산에

사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노조의

대한 공공행위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접근 권리를 보장한 캘리포니아주 법은 헌법의 틀

예상된다.

을 벗어나 제3자의 사유재산 접근 허용을 강제함으

대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일각에서는 최

로써 수정헌법 5조(정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사

근 법원이 노동자의 직장문제 해결 노력에 제동을

유재산 침해로부터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걸고 공공노조에 타격을 입힌 반면 사유재산 보호

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측 변호사 마이클 몽

에는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사측의

건(Michael Mongan)은 제한된 시간에 한해 노조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 New York Times(2021.3.21), “Clash Between Union Campaigns and Private Property at Supreme
Court. ” https://www.nytimes.com/ 2021 / 03 / 21 /us/unions-private-property-supreme-court.
html?searchResultPosition=2 (검색일 : 2021.3.24)
2) Growing Produce(2021.3.24), “Ag Labor Case Reaches the Supreme Court – Here’s What You
Need To Know. ” https://www.growingproduce.com/vegetables/growers-case-reaches-thesupreme-court-heres-what-you-need-to-know/ (검색일 : 2021.3.31)

미국 : 「단결권 보호법안(PRO Act)」 하원 통과
2021년 3월 16일 미국 하원에서「 단결권 보호

가 비용을 부담하는 모임 개최를 불법화하며, 파업

법안(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 이하

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독립계약자의 노동

PRO Act)」이 찬성 225표, 반대 206표로 통과되었

자성을 인정하는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5호(AB5)

다. 이 법안은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로 하여

를 미국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들에게 벌금을

또한 PRO Act는 노동조합의 단결강제(유니언숍)

부과하도록 하고, 노조 조직화를 방해하는 사용자

를 금지하는「 단결강제금지법(right-to-wor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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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지된 조합비 강제 징수를 허용하고 있어, 이

택되지 않은 바 있다. 2021년에는 민주당이 상원에

법이 통과되면 27개 주의「 단결강제금지법」역시

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1)

의 필리버스터를 막기에는 표가 충분하지 않다.

미국노동총동맹 산별회의(AFL-CIO), 국제서비

경영계의 반발 역시 거세다. 미국상공회의소(U.S.

스노조(SEIU), 미국통신노조(CWA)를 비롯한 다수

Chamber of Commerce)는 이 법이 “노동자의 권

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법

리를 약화시키고 고용주를 불필요한 노동쟁의에 개

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지지

입시키며,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미국인들이 원하

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실제로 이

지 않는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만든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미 2020년에 민주당이 다수였던 하원에

미국 소매유통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역

서 통과되었으나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에서는 채

시 역대 최악의 하원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1) NPR(2021.3.9), “House Democrats Pass Bill That Would Protect Worker Organizing Efforts”, https://
www.npr.org/2021/03/09/975259434/house-democrats-pass-bill-that-would-protect-workerorganizing-efforts (검색일 : 2021.3.20)

미국 : 상원,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 노동부 장관 인준
2021 년 3 월 22 일, 상원은 마티 월시(Marty

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노동운동에 들어서게 된 것,

Walsh) 보스턴 시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인준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데에 이르기까지 인

과거 노조 지도자 출신의 인물이 전국 사업장의 각

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종 근로조건 및 노동권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의

이러한 일들이 그가 노동부의 현안을 바라보는 방

수장으로 등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

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마티 월시는 만 21세에 북미 노동조합(Laborers’

마틴 월시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바이

Union Local 223)에 가입하면서 노동운동에 가담

든의 선거 캠페인 당시 다소 경시되었던 기후 정책

했다. 이후 그는 보스턴 지역 철강, 전기 노조를 이

과 다양성에 대한 노동운동의 역할 등의 이슈가 전

끌었고 2014년 이후부터 보스턴 시장을 역임하였

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 그는 청문회에서 어린 시절 암 투병에서부터 아

1) CNN( 2021 . 3 . 22 ), “ Senate confirms Mary Walsh to be Labor secretary ” , https://www.cnn.
com/2021/03/22/politics/marty-walsh-confirmation-vote/index.html (검색일 :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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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시티그룹, 금요일 줌(zoom) 회의 없는 날로 지정
2021년 3월 22일, 시티그룹 CEO 제인 프레이저

부 국가의 경우 다른 요일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

(Jane Fraser)는 금요일을 줌 회의 없는 날(Zoom-

다. 다만 금융감독기관과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은

free day)로 지정할 것이라고 사내 통신망에서 언

예외로 규정된다.1)

급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직원이

또한 프레이저는 모든 직원이 백신을 접종한 이

소위 ‘줌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

후에도 당분간 완전한 대면 업무로 전환하기보다는

으로 보인다. 특히 줌을 통한 화상 회의가 일상화됨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 언급했

에 따라 직원들이 아침, 밤, 심지어 주말에도 업무

다. 예를 들면 일부 직원은 한 주에 최소 3일 정도

를 수행하게 되는 등 일과 생활의 경계가 불분명해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혹은 재택근무를 최대 이틀로

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프레이저는 적어

제한하는 식이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나 영업점은

도 금요일에 한해 줌 화상 회의를 음성 회의로 대체

팬데믹 이후 완전히 대면업무 시스템으로 복귀하게

할 방침이며, 중동지역과 같이 금요일이 주말인 일

될 것이라 밝혔다.

1) New York Post(2021.3.23), “Citigroup CEO Jane Fraser bans Friday Zoom calls to combat COVID
burnout ” , https://nypost.com/ 2021 / 03 / 23 /citigroup-ceo-jane-fraser-bans-zoom-callson-fridays/?utm_campaign=applenews&utm_medium=inline&utm_source=applenews (검색
일 : 2021.3.23)

독일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경험자 만족도 설문 결과 약 75%가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답변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에서 재택근
무를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상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자신의 업무를 더 효
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1)2)

결과, 약 75%에 달하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경험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에 따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르면, 새로운 업무형태(재택근무)가 도입되어 필수

약 60%의 근로자가 재택근무가 도움이 되었으며,

적인 조정과정을 거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또는 거의 없었다고 응

효과를 통해 이 새로운 노동 조직을 다루는 역량이

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끔 이상’ 재택근무의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중 과반수

우선 이 연구를 위해 설문이 진행된 202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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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당시 독일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근로

다. 장애 요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

자 중 39%가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가능

인 부분은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코

으로, 2017년 설문에서는 약 70%에 달하였던 것이

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2020년에는 19%에 불과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이유로는 ‘업무의 부적합성

처럼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존재하던 기존의 심리

(약 84%)’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 외에

적 한계와 장애물이 제거됨에 따라 재택근무의 활

나머지는 심리적인 장애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용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또한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근

업무 내용에 있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기술적 장

로자의 70%가 앞으로도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은

애는 없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용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원하는 것으

의 요구로 인해 재택근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

로 나타났다. 즉 기존 오프라인 작업장으로의 완전

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에 진행된 설문에서는 이

한 회귀를 원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로 인해 재택근무가 어렵다

이다. 이 연구는 재택근무에 대한 이러한 근로자의

고 답한 응답자가 약 60%를 넘었으나, 2020년 4월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연계된 각

과 5월에 걸쳐 진행된 설문에서는 단지 약 17%에

주체들, 즉 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장의

불과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2017년 설문에서

근로자평의회,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나아가 정

직장과 사생활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택

당과 정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택근무와 관련한

근무가 어렵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50%에 달하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속

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경험이 증가하고

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나서는 이 역시 약 18%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Corinna Frodermann/Philipp Grunau/Georg-Christoph Haas/Dana Müller( 2021 ), “ Nutzung,
Hindernisse und Zukunftswünsche - Homeoffice in Zeiten von Corona”, IAB-KURZBERICHT
5/2021, http://doku.iab.de/kurzber/2021/kb2021-05.pdf
2) 쥐드 도이체(Süddeutsche)지(2021), “Bei Beschäftigten sehr beliebt”, 2021년 3월 8일 자, https://
www.sueddeutsche.de/wirtschaft/home-office-bei-beschaeftigten-sehr-beliebt-1.522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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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연방정부,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에 해
당한다. 이러한 교육의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도 여
전히 중요하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도 기업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은 유지 또

· 직업교육 지도자에 대한 급여도 보조금으로 지
급.
·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 : 종업원 수 기준 249명
이하 기업에서 499명 이하 기업으로 확대.
·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는 확대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담당하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30일 이상 직업교육을 지속하면 일괄적으로 1
천 유로의 지원금을 지급.

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위 ‘직업교육 일자

· 직업교육생을 인계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리 안정화(Ausbildungsplätze sichern)’ 정책은 직

두 배 인상하여 6천 유로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업교육 일자리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하였으며, 교육생을 인수하게 된 원인으로 파산

지원금을 두 배까지 인상하고, 대기업도 그러한 지

외에 코로나19에 기인한 해고 및 해지 계약의

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1)

체결 등도 인정될 수 있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

· 코로나19 시기 동안 임시로 마련되는 직업교

하기 위하여 2021년에 5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

육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된

였고, 2022년에도 추가로 2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

직업교육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상 요건인 교

이다.

육 지속 기간은 4주로 단축하고, 기간을 기준으

‘직업교육 일자리 안정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원 대상 기업 :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기업
중 신규 채용을 통해 직업교육 수준을 유지 또
는 확대한 기업.
· 지원금액 : 기존의 2 천 유로/ 3 천 유로에서

2021년 1월부터 4천 유로/6천 유로로 두 배

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8,100유로까
지 인상하며, 종업원 수 249명 이하인 기업으
로 제한하였던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
업교육생의 최종 시험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과정을 의뢰하는 경우, 최대 500유
로까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인상.

1) 연방노동사회부(BMAS) 언론보도용 자료(2021), “Breiterer Schutzschirm für Ausbildungsplätze”,
2021년 3월 17일 자,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1/breitererschutzschirm-fuer-ausbildungsplaetz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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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대법원, 간병인의 야간근무 중 취침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영국 대법원이 간병인의 야간근무 중 업무를 목

기된 2017년 이후 마련된 가이던스를 따라 많은

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만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라

업체가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야간근무 1회당 70

고 최종 판결하였다. 간병인(care worker)은 야간

파운드(약 11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근무 중 취침시간에도 항상 호출에 대비해야 하고

이번 판결로 일부 업체들은 35파운드(약 5만 원)

필요한 경우 언제든 피간병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

수준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던 이전 방식으로 복귀할

에 취침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디언지가 인터뷰한 한

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고용 심판원이 이를 받아

간병인은 고정수당을 적용할 시에는 월 임금이 약

들였으나, 2018년 항소 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고

160파운드(약 24만 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 수용한 것이다.

려했다.

이 소송에서 대규모 체불 임금 지급 판결이 날 경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유

우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게 되고, 이로 인해 취약

니손(Unison)은 수천 명의 간병인들에게 큰 피해

계층은 간병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

를 준 “승자가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였지만, 영

려해왔던 간병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국 총리 대변인은 팬데믹 기간 중 간병인들의 노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미 저소득 계층에 속한 간병

를 치하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

인의 소득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이 제

만 내놓았다.1)2)

1) The Guardian(2021.3.19), “Sleep-in care workers entitled to minimum wage only when awake,
court rule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mar/19/sleep-in-care-workers-notentitled-minimum-wage-supreme-court
2) BBC(2021.3.19), “Care workers lose ‘sleep-in shift’ court challenge”, https://www.bbc.com/news/
uk-56451721

영국 : 영국인 절반 이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답변
2021년 사회이동성지표(Social Mobility Ba-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답한 비율도 33%에

rometer 2021)에 따르면, 영국인 4,693명을 대상

달했다. 또한 응답자 중 79%는 현재 사회 계층별

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팬데

격차가 크다고 믿는 반면, 열심히 일하는 한 모두에

믹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답했고,

게 공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3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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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흑인 및 소수인종 중 평등한 사회에 살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
(53%)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팬데믹

제공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

말했다. 또한 고용주의 역할을 요구한 비율도 42%

거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가

에 달했는데, 이는 2019년 조사 당시(31%)보다 크

난한 가정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고, 그 아이들은

게 높아진 것이다.

부족한 디지털 접근성 때문에 학교 교육에 뒤처진

한편 팬데믹 회복 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시

다는 것이다. 설문 조사에서도 39%의 응답자는 영

해야 할 목표로는 취업 기회 확대(47%)가 가장 많

국 사회에서 약자들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

이 언급되었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46%) 및 교육

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답했고, 25~49세 응답

접근성 개선(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1)

자에서는 그 비율이 42%로 더 높게 나타났다.

1) GOV.UK Press release(2021.3.11), “Most people believe inequality has increased due to the
pandemic ” ,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st-people-believe-inequality-hasincreased-due-to-the-pandemic

프랑스 :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변화로 노동자가 느끼는 직무 유용성, 조직 개편의
공정성 등의 문제 부각
변화는 항상 위기와 함께 나타난다. 2020년 3월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발 후 보건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그간

직무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당연시되거나 문제가 되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수면

홀로 고립되어 일하던 직원이 일에서 의미를 찾지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2021년 3월 11일 15명의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나자 기업 내

인사담당자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에서 직무를 사람에게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

그들에 따르면 이번 보건 위기로 작업집단 내에

람을 직무에 적응시키고 말았다는 반성이 이어졌다.

서 직원들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직원

보건 위기가 시작된 후 반복된 직장 내 조직 개편

들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킬 적당한 시점을 확인

에 따른 공정성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

하면서 작업집단을 재설계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

다.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제기된 형평

서 기업이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임을 다시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노력해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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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군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으로 모순적일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임

재택근무가 어려운 행정업무에 배정된 근로자에게

금노동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시킨 점 또한 논의되

는 주 1일 재택근무가 허용되었고 재택근무가 불가

었다. 2019년에는 자발적으로 기업을 퇴사한 직

능한 기존 현장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

원 중 30%가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에는

가 부여되었다. 결국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10%로 그 비율이 감소했다.1)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역설되었다.

1) Le Monde( 2020 . 3 . 17 ), “ Rencontres RH : la crise due au Covid- 19 aura-t-elle été source d ’
innovations?”, https://www.lemonde.fr/emploi/article/2021/03/17/rencontres-rh-la-crise-dueau-covid-19-aura-t-elle-ete-source-d-innovations_6073414_1698637.html

프랑스 : 코로나19로 부분실업제도 한계에 봉착
경기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통계청

의 사업장은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

(INSEE)이 2021년 3월 11일에 발표한 1분기 노동시

인다. “실제로 이러한 부문에서는 지속된 위기로 인

장 전망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대비 2021년 3

해 일부 사업장은 부분실업지원금을 받더라도 더 이

월 말 7만 7천 개의 일자리(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상 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제정세국

9만 1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

장인 올리비에 시몽이 언급했다.

년 말 2차 봉쇄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 2만 1천 개보

하지만 위기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

다 더 큰 규모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보건 위기에 가

상치와 실제 수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020

장 취약한 부문에 일자리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보

년 12월 중순 INSEE는 4분기에 30만 개의 일자리

인다. 하지만 큰 차이는 부분실업제도1)를 통한 고용

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만 1천 개

유지 지원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5월이

감소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대부분

나 6월까지 부분실업지원금 100% 공공보조(이전에

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집중된 일 드 프랑스 지역의

는 국가와 기업이 나누어 분담)가 제공되지만, 코로

봉쇄조치를 완화한다면 INSEE가 예측한 일자리 감

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카페, 레스토랑, 레저산업

소치는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다.2)

1) 부분실업제도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프랑스 정부와 실업기금관리공단(Unédic)이 근로자
급여를 일정 부분(세전 급여의 약 70%, 세후 급여의 약 84%) 보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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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많이 활용되었다.
2) Les Echos(2020.3.12), “Covid : le recours à l'activité partielle commencerait à toucher ses limites”,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covid-le-recours-a-lactivite-partiellecommencerait-a-toucher-ses-limites-1297614

일본 :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 1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
후생노동성의 2020년「 노동조합 기초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1년 만
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증가한 137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노동조합원 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조합
원 수가 267만 4천 명(전체의 26.6%)으로 가장 많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단일 노동조합의 수는

았고, 이어 소매업이 149만 4천 명(14.9%), 운수·

2만 3,761개로 전년대비 296개(1.2%) 감소했으나,

우편업이 84만 8천 명(8.4%) 순이었다. 전년과 비

노동조합원 수는 전년대비 2만 7,532명(0.3%) 증

교하여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소

가한 1,011만 5,447명으로 6년 연속 증가를 기록

매업으로 조합원이 2만 9천 명(2.0%) 증가하였고,

했다. 또한 일본 전체 고용자 수는 5,929만 명으로

그다음으로 숙박업·식음서비스업이 1 만 4 천 명

전년대비 94만 명(1.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동

(4.4%) 증가하였다. 반대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조합 조직률은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의 16.7%

감소한 산업은 공무(公務)로 1만 5천 명(1.8%)의

에서 0.4%p 높아진 17.1%를 기록하며 2009년 이

조합원이 감소하였고, 교육·학습지원업이 1만 명

후 1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동조합원 수는

(2.1%) 감소하여 그 뒤를 이었다.

늘어난 반면 전체 고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
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단체의 추이를 보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 렌고)의 조합원 수가 689

전체 노동조합원 수 중 여성 노동조합원 수는

만 3천 명으로 전년대비 2만 9천 명 증가했다. 전

343만 5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 명(1.5%) 증가

국노동조합총연합(全国労働組合総連合 : 전노련)은

했으며, 여성 고용자의 조직률1)은 전년(12.4%) 대

51만 1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3천 명 감소했으며,

비 0.4%p 증가한 12.8%였다. 후생노동성은 “노동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全国労働組合連絡協議

조합원 수가 6년 연속 증가한 것은 여성 조합원 수

会 : 전노협)은 9만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명 감소한

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조

것으로 나타났다.2)

합원 중 파트타임 노동자는 전년대비 4만 2천 명

1) 여성 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여성 노동조합원 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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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ビジネスレーバートレンド(2021.03)”労組組織率11年ぶりに上昇し17.1％にー厚労省調べ", https://
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1/03/048.pdf

일본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문화의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의 기업문화가 변하고

휴가를 즐기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있다. 우선 출근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히타치, 후지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JAL을 비롯한 여러 기

쯔, 파소나 등 많은 대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출근율

업에서도 이러한 워케이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

을 25~5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다.1)

이

하여 휴가지에서의 재택근무를 인정하기로 했다.

에 따라 이 기업들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

마지막으로 직장 내 회식이 줄고 있다. 많은 기업

무실 비용을 줄이는 대신, 각 지방에 위성사무실2)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회식을

을 설치해서 노동자가 업무 중 의사소통이 필요한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중시되는

경우 이 위성사무실에 출근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신년회나 송년회 등의 행사도 대부분 개최하지 않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노동자가 집에

은 것으로 나타났다.5)

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위성사무실에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워케이션3)을

활용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4) 일본 정부는 환경성 중심으로 휴양지에서

이처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문화 역
시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
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朝日新聞(2020.9.15), “パソナが淡路島へ コロナ時代どこで働く？ 東京一極に変化？”, https://digital.
asahi.com/shukatsunavi/articles/SDI202009145262.html?iref=pc_ss_date_article
2) 위성사무실은 통근의 원거리화, 도시의 건물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외에 분산시킨 사무실로
서 자택과 본사의 중계지에 설치된다. 위성사무실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완비된 작업환경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사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며,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3) 워케이션(ワーケーション)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서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일과 휴가
를 병행하는 업무 형태를 일컫는다.
4) 朝日新聞 ( 2021 . 1 . 12 ), “ コロナ 禍 高知 でもワーケーション ” , https://digital.asahi.com/articles/
ASP1C73DZNDBPTLC00P.html?iref=pc_ss_date_article
5) 朝日新聞(2020.12.2), “忘年会、あなたの職場は 社員500人でリモート開催も”, https://digital.asahi.
com/articles/ASND16QRPND1UTIL029.html?iref=pc_ss_date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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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리 옹호 활동하던 노동자 대표 체포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배달노

에게 가급적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직장에 남을

동자가 급증하고 이들의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것을 권고했고, 이에 어러머는 노동자들이 직장에

떠오르는 가운데, 2021년 2월 말 자신과 동료들의

남을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 상여금 이벤

권리를 위해 활동하던 배달노동자가 체포되는 일

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기간에 따라 7단계로

이 발생했다.1) 베이징 지역 배달노동자 자조모임인

나뉘어 있었고 이 단계를 모두 완수하면 8,200위

‘배달강호기사연맹(外送江湖騎士聯盟)’ 대표인 천

안(약 141만 5천 원)이라는 적지 않은 상여금을 받

궈장(陳國江) 씨가 2월 26일 체포된 것이다.

을 수 있는 기획이었다. 그런데 6단계에 이른 노동

배달강호기사연맹은 배달노동자인 천 씨가 만든

자들이 다음 단계까지 설정된 목표치가 너무 높아

위챗(중국의 대표적인 SNS) 단체방 및 공개 계정

7단계를 완수하기가 극히 어렵게 설계되었다는 점

이름이다. 이 위챗 단체방은 배달노동자들이 서로

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2월 18일 천 씨와 노동자들

도울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 단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다음 날인 19일 어러머

방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 중 일상적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천 씨의 체포 사유와

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인터뷰

구금 상황에 대해서는 체포 이후 한동안 밝혀지지

를 했으며,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는

않다가, 3월 17일이 되어서야 천 씨의 가족들이 그

법률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천 씨가 공개한 바에

가 공중소란죄(尋釁滋事罪)로 형사 구금 중이라는

따르면, 천 씨와 위챗을 통해 연결된 배달노동자 수

정식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는 약 1만 4천여 명으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중국노공통신(中國勞工通訊)에 따르면, 배달노동

공교롭게도 천 씨가 체포되기 얼마 전, 천 씨와

자의 파업과 항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7

몇몇 노동자들은 어러머(餓了麼, 중국의 대표적인

년 10건에서 2019년에는 45건으로 증가했다. 그리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설 명절 특별 상여금 이벤트

고 2021년 들어서는 벌써 광둥성(廣東省) 선전시

가 노동자를 속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

(深圳市)와 저장성(浙江省) 퉁샹시(桐鄉市) 두 곳에

나19 방역 차원에서 정부는 설 연휴 동안 노동자들

서 배달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 발생했다.

2) 中國勞工通訊(2021.3.2),「 組織互助平台表達騎手不滿 外賣騎手盟主被捕」, https://clb.org.hk/zh-hans/
content/%E3%80%90%E6%8C%81%E7%BB%AD%E6%9B%B4%E6%96%B0%E3%80%91%E7%
BB%84%E7%BB%87%E4%BA%92%E5%8A%A9%E5%B9%B3%E5%8F%B0%E8%A1%A8%E8%
BE%BE%E9%AA%91%E6%89%8B%E4%B8%8D%E6%BB%A1-%E5%A4%96%E5%8D%96%E9
%AA%91%E6%89%8B%E7%9B%9F%E4%B8%BB%E8%A2%AB%E6%8D%95; 創投網(2021.3.2),
「 餓了麼涉嫌變相降低騎手過年獎勵 相關人士 : 騎手盟主被抓 」, http://www.xunjk.com/xin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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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si/2021/0302/134352.html

중국 :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차별 현황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성평등 문제에 대한 조사에 응한 여성의 17.37%

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직장 여성

는 이미 성평등이 실현됐다고 응답했고, 79.34%는

의 8.45%, 남성의 3.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조사에 응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의 52.78%는 “같은

한 남성의 37.02%는 이미 직장 내 성평등이 실현

직급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됐다고 응답했고, 58.41%는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상사에게 당했다”는 응답은 36.11%였다. 여성들

고 응답했다. 그리고 80.75%의 여성과 90.63%의

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었을 때 응답자의 66.67%

남성이 지난 5년 동안 직장 내 여성의 지위가 다소

는 “분명하게 항의한다”고 응답했고, 50%는 “언

향상되었다고 응답했고, 14.79%의 여성과 6.25%

어적으로 반격한다”, 27.78%는 “부서를 옮긴다”,

의 남성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여성이 직

19.44%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장에서 겪는 차별로는 △ 같은 조건에서 남성들에

다”고 응답했다.1)

게 취업 기회가 더 많다(67.57%) △ 입사 면접 시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

결혼과 연애 혹은 출산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했다. 1일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여성이 126분인데

(52.97%) △ 승진 기회가 적고 비교적 일찍 승진의

반해 남성은 45분에 그쳤다. 1일 휴식 및 여가시간

어려움에 맞닥뜨린다(41.08%) △ 고위 관리직으로

도 여성 58분, 남성 73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

승진하기 어렵다(28.01%) △ 성별에 따라 동일노동

고 1일 평균 자녀돌봄 시간도 여성의 경우 211분이

동일임금 원칙이 위반된다(27.03%) 등으로 드러

지만 남성은 137분으로 드러났다. 특히 25~34세

났다.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했을 때 성별에 따라 그

부모의 경우 성별 차이가 더욱 커져 여성은 115분

에 대한 반응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이었고 남성은 29분에 그쳤다. 1일 평균 장보는 시

“업무 성과를 통해 나의 능력을 입증해 다른 사람

간도 여성은 26분, 남성은 15분으로 차이가 나타났

들의 편견을 바꾸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성

다.2)

은 “회사 상사나 관리부서에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

1) 界面(2021.3.14),「 女性職場地位提高成共識，但仍有近八成女性遭遇“性別歧視”」, https://www.jiemian.
com/article/5785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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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澎湃 ( 2021 . 3 . 8 ), 「 當 代 職 場 媽 媽 生 活 圖 鑒 : 女性每日無酬勞動時間約男性 2 . 5 倍 」, https://www.
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1604311?fbclid=IwAR2MkBntxwz1esoaIqszDXxJbh4ugoa_
tytQBYG9ANU9gV1V5lledL15v6g

브라질 : 권력형 부패 수사 ‘라바 자투’, 경제와 고용에 치명적 영향 미쳐
브라질 최대 권력형 부패 수사 라바 자투(Lava
분사기)1)에

회견을 열어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요지는

연루되어 실형을 받

라바 자투 수사를 통해 이에 연루된 권력형 부패 책

았던 룰라 전 대통령이 3월 8일 루이스 에드손 파

임자들을 처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

신(Luiz Edson Fachin) 연방 대법관에 의해 실형

서 브라질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무효 판결을 받았다.2) 이어 23일에는 무효 판결에

쳤다는 것이었다. 노브리 위원장은 세르지우 모루

대한 연방 검찰의 재심 청구건을 다룬 연방대법원

(Sergio Moro) 전 쿠리치바 연방 판사가 이끈 라바

전원회의에서도 2009년 상파울루주에 있는 복층

자투 수사팀에 대해 “부패 책임자를 조사, 확인 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며 룰라

벌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정치적 행보를 보였고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2017년 재판 결과를

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기업과 일자리까지 위협했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데브레히트 등 브라질 대형

Jato : 세차용 고압

이처럼 잇따른 무효 판결로 인해 이 사건을 진두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고 경영진

지휘했던, 한때 반부패 수사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이 기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국영 에너지회사 페

모루 전 연방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라바 자

트로브라스를 언급하면서, 브라질 경제의 버팀목이

투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었던 기업의 추락으로 인해 경제가 더 어려워졌으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 노총(CUT)

며 그 결과 GDP가 하락하고 440만 개의 일자리가

과 노동조합 연구소 디에지(DIEESE)가 지난 1년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노브리 위원장은 페트로브라

공동으로 연구해 온「 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미친

스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국 국영기업

라바 자투 사건」보고서이다. 브라질 노총 세르지

관리 모델 변화 논쟁을 추동하여 오늘날의 민영화

오 노브리(Sérgio Nobre) 위원장은 3월 16일 기자

위협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3)

1) 브라질 사법 당국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라바 자투 사건은 브라질 최대의 권력형 부패 스
캔들이다. 2019년 11월 연방검찰이 밝힌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사를 통해 돈세탁과 공금유용, 금융
관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15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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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2018년 1월 2심 재판
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580여 일 동안 수감되었다가 2019년 11월 8일 석방됐다.
3) CUT(2021.3.12), “Temos de garantir que a destruição causada pela Lava Jato nunca mais se repita,”
https://www.cut.org.br/noticias/temos-de-garantir-que-a-destruicao-causada-pela-lava-jatonunca-mais-se-repita-ff85; CUT(2021.3.19), “Ataques da Lava Jato à Petrobras destruíram a
ecnomia e aumentaram o desemprego,“ https://www.cut.org.br/noticias/ataques-da-lava-jato-apetrobras-destruiram-a-economia-e-aumentaram-o-desemprego-7477.

브라질 : 속도 내는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 반대 캠페인 시동 거는 노조
보우소나루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은 “브라질을 팔지 마라(Não Deixem Vender o

에너지·전력·우편 등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Brasil)”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의회의 사전 승

시작했으며, 국민들에게 국영 전력회사 엘레트로

인이 필요한 공기업 민영화 절차에 따라, 국영 우체

브라스를 민영화할 경우 전기 요금이 16~17%가

국 코헤이오스와 중남미 지역의 최대 전력기업으로

량 인상되거나, 아마파주 상황1)이 재현될 수 있다

평가받는 국영 전력회사 엘레트로브라스의 민영화

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2)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2022

통해 확인된 민심은 민영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크

년까지 연방정부가 소유한 130여 개의 공기업을

다. 2021년 1월 여론조사 기관 파라나 페스키사스

순차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며, 최근 거론되는 대

(Paraná Pesquisas)가 실시한 국영 우체국 민영화

상은 2019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9개의 연방정부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0.3%가 반대하고 43.1%

소유 공기업이다. 여기에는 코헤이우스와 엘레트로

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월 초 디지털 신

브라스 외에도 국영은행 방쿠 두 브라지우, 국영 에

문 포제르360(Poder360)이 실시한 국영 전력회

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포함된다.

사의 민영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49%가 반대하고

한편 의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영화 계획(안)에 반

31%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 노총(CUT)

1) 2020년 11월 3일, 아마파(Amapá)주(州) 변전소의 변압기가 폭발하여 브라질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이 발
생한 사건이다. 브라질 북부 지역에 위치한 아마파주는 지난해 11월 변전소의 고장으로 거의 주 전체가
약 20일 동안 정전되었다. 이로 인해 아마파주 인구의 89% 이상인 76만 5천 명이 식수 공급과 통신 서비
스 단절로 고통받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변전소 화재는 외국계 민간회사(Linhas de Macap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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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ora de Energia : LMTE)의 부실한 관리와 유지 보수 소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 CNM/CUT( 2021 . 3 . 11 ), “ Não Deixem Vender o Brasil : Sindicatos reforçam luta contra as
privatizações,” https://www.cnmcut.org.br/conteudo/nao-deixem-vender-o-brasil-sindicatosreforcam-luta-contra-as-privatizacoes
3) https://static.poder 360 .com.br/ 2021 / 02 /Privatizac%CC%A 7 a%CC% 83 oCorreios_jan-paranapesquisa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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