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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초기에 기획되어,
일련의 소용돌이를 거쳐 진정국면에 들어선 시점에서 작성되었다.
2008년 말, 2009년 초반에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경제 위축에 대응
하여 총수요 확대를 위한 경기진작책과 고용유지정책이 주를 이루
었다면, 2009년 하반기 들어서는 경제 전체로는 출구전략이 논의되
는 단계에 이르렀고 동시에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
선되지 않는 고용사정에 보다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주요 관심사는 계속 변해 왔지만
이 연구에서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즉 일반적인 경기변동
과 고용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원적이고 급작스런 경제 충
격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위기와 고용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해명
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경
제위기가 노동시장, 특히 고용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러한 외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가,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선택이 노동시장에 미치
는 경제 충격을 보다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제1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과 제2부 ‘경제위
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두 파트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록되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특징, 경제위기 과정
에서 나타난 고용조정의 패턴, 노동공급자의 행태 변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대응 등 이번 경제위기가 초래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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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제2부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포커스를 맞
추고 있다. 우선 10년 전 우리의 경험인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
용․실업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딜정책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찾고
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및 유
럽의 정책대응과 국제적 정책공조의 특징과 역할을 평가하였다.
각 장에서의 주된 연구 결과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노동시장의 대응
실물경제지표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8～09년의 상황은 1997∼
98년 외환위기 무렵의 경제위기 국면에 매우 근접해 있었지만, 고용
지표상으로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실업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위기의 원인과 배경, 경제여건에서의 차이와 함께 경제적 충
격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식이 달랐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부실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마침내 외환관리 실패로
국가부도에 직면하여 IMF의 강제적인 고금리 정책을 그대로 수용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 20%가 넘는 이자율이 유지되면서 그 결과
국내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대량의 도산사태로 이어졌다. 살아남
은 기업들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
모 실직과 정리해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는 우리 정부는 이자율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 및 재정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금리의 하락 추세에 힘입어 효과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급작스런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대규모 정리
해고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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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고용구조를 핵심인력 위주
로 슬림화하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
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규직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비정규직 규모 조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시적인 조정체제가 위기의 충격
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자영자에서 고용위기가 전면화되어 나타
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더 많이 노출되
어 있는 여성, 청년층이 집중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셋째,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작스런
고용조정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하였다.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도 외환위기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이 노·사 모두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합의와 조정에 보다 적극적이도록 만들었다. 전국
수준에서의 노사합의 말고도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조정도 활
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나
누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정부도 정리해고가 아닌 일시휴직
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
였고,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들이 모아져 대량실업 가능성을 크
게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노·사·정 모두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고용 충격
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제 쇼크에 따
른 고용 충격이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덜하였다고 해서 고용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정규직의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고 실업
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고용조정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채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보다 심화되었고, 이는 외환위기 무렵 대대
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의 장년층 퇴직이 가장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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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점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장년층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위기는 비교적 용이하게 포
착되며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
능하지만,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
우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심지
어는 이들의 고용의 심각성조차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를 노정한 점이다. 이는 고용위기의 양상이 과거와는 명백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는 고용
위기의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
화에 대응하여 고용 및 실업 정책이 정책타깃을 명확히 하고 이들
의 고용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
할 필요가 제기된다.

◈ 경기변동과 고용․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다양한 투입요소를 조정한다. 그 중에
서도 기업은 자본 등 타 생산요소보다는 가변적 요소 성격이 강한
노동투입(고용량, 근로시간)을 일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주지하다
시피, 1997년 경제위기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나 노동비용 절감 등 기업경영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
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7
년을 경계로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방식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일
자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향의 모색이 가
능할 것이다.
지난 30년간(1977～2007)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고용, 근로시간)의 조정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 및 정책
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요약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량 조정 측면의 수량적 노동
유연성은 1987년 시작된 정치․사회적 변화,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영향력 증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1987년을 거치면서 이전시기에 비
해 크게 낮아졌으나,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유연성이 보
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직
접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고용량 조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
제위기로부터 회복한 이후의 시기에도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지속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의 경기침체 상황 역시 앞으로 고용량 조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나 부작용을 사전에 보완․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숙련형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근로
의욕 및 사기 저하, 노사 갈등의 표출, 사회안전망 구축비용 증대
등 고용량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
적 측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생산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의 정도는 고용량 조정과는
반대로 1987년을 거치면서 증가하였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노동시장이론에서 예측
되는 바와 기본적으로 부합한다. 시기별로 근로시간 및 고용의 탄
력성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제조
업 기업들이 노동투입의 구성요소인 고용량과 근로시간 사이에 존
재하는 일정한 대체관계를 활용하면서 총 노동투입을 조정함으로
써 생산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을 추구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향후
기업들이 외부적 생산변동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
로시간계좌제나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지위를 보
장하면서도 조정비용이 적은 근로시간을 매개로 총 노동투입을 조
정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이후시기에 관계없이 생산변동의 충격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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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즉각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반면, 고용량은 비교적
긴 시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노동투입 조정패턴은 기업들이 생산변동 충격에 직면하
여 초기단계에는 주로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생산변동 충격이 지속되면 고용량 조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노동경제이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변동 충격이 주어졌
을 때, 단기적 시각에서 고용량 조정을 감행하기보다는 생산변동
충격의 성격이나 지속성 등을 판단하고 근로시간과 고용량간의 대
체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총 노동투입을 조정하는 전략을
통해 고용량 조정에 따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비용을 최소
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분석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든 분석 시기에 있
어서 여성의 고용탄력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
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변동
성 측면에서 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조
업 부문에서 여성은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용량 조
정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그 영향을 훨씬 크게 받았을 뿐 아니라 경
제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시기에서도 고용탄력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고용탄력성 차이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되
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경제위기를 거치면
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더욱더 취약한 상태에 빠져들어 왔음을 시
사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들은 여성의 경우 고용 및 근로시간 조정이라는 노동투입 조정의
양 측면에서 모두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에 불리한 기업고용관행의 개선, 교육․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숙련형성 단절을 막고 고용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 경제위기와 노동공급의 동학
경제 및 고용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이
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3%대
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러한 고용지표 추이는 경기위축
과 내수침체로 빠르게 악화된 고용사정과 노동시장 긴박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실업률이 낮지만 고용률도 크게
낮아져 실업과 비경활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잠재실업자군이 광
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노동력상태를 취업-실
업-비경활의 세 범주에서 (완전)취업-불완전취업-(공식)실업-잠재
실업-(순수)비경활의 다섯 범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불완전취
업은 부분실업, 잠재실업은 실망실업,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으
로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지표를 이용하면 잠재실업자
와 부분실업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2009년 1～8월 평균 8.5%로
공식실업률 3.8%의 2.24배가 되는데, 최근에 올수록 확장실업률 배율
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동학을
반영함에 있어 공식실업률의 대표성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과 같은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하
면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변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자 변동폭은 취
업자 변동폭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
시 실직자의 일부만이 공식실업으로 포착되고 다른 일부는 불완전
취업 및 잠재실업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잠복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주로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적인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
는 개인들이 불완전취업 혹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
며, 생계를 떠맡아야 하는 남성 중장년층은 불완전취업으로, 여성과
청년층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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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했던 ‘취업준비자’의 행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다. 공식실업자, 불완전취업자, 취업준
비자를 제외한 잠재실업자는 대체로 경기와 역행하는 동학을 보여
주지만 취업준비자는 경기순행적 변동을 보인다. 이는 경기가 좋아
지면 향후 취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취업대기열에 합류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앞으로 취업기
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가능한 일자리에 우선 취업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 취업준비자의 경우는 취업으로 이동
하기보다는 실망실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 경기역행적 변동
을 취한다. 여성 취업준비자 중에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
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때 다시 실
망실업 혹은 비경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짐을 시사한다.
이번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변화에 한정해 보면, 인적 특성으로
는 여성과 청년층 고용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일자리 특성으
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5인 미만 영세소
기업, 자영자와 일용직 등에서 취업 감소가 현저하였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자와 잠재실업자가 늘었
지만, 이들이 실직 후 실업, 불완전취업,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양
상에서는 근로자계층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중졸 이하 저학력
자는 실업보다는 잠재실업, 특히 실망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
였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실업으로의 이동이 보다 일반적이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는 공식실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
시․일용직의 다수는 실직 후 실망실업자로 이동하여 이들의 고용
사정이 공식실업지표상에서 잘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고
용보험 가입의무는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
아 근로자가 제도적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영자를
포함하여 5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이 경기변동 과정에서 받는 리스
크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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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월별로 매칭하여 개인 단
위에서 노동력상태 변화를 파악하였는데,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대체로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로 완전취
업자가 줄고 불완전취업자, 공식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활인구 비
중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실직 후 공식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전
과 동일하나 잠재실업자가 되는 비율은 경제위기 직후 0.8%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동일한 노동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져 경제위기를 전후로 노동력상태 이동이 훨씬 빈
번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실업 이외에 준실업 상태를 포함하
여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력상태 이동의 동학을 주의 깊
게 관찰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적절하
게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급
하다. 실업률에만 의존할 경우 노동시장 제도 내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보험과 같은 리스크분담제도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가입이 의무
화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고,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특수고용, 자영자 등에 대해서는 제도
내 편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0년 7월부터 자영자
및 5인 미만 소기업 자영업주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임
의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가입률이 그다지 높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취업상황이 열악할수록 임의가입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고용인이 없는 영세자영자나 특수고
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정
부보조를 통해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고용불안 요인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결국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적 지원이 오히려 사회비용을 줄이
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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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나누기와 노사관계
2008년 하반기 이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하에서 정
부는 일자리나누기 종합대책(2009. 1. 29)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한
편으로는 사회협약이 체결(2. 23)되어 불황 극복을 위한 각 주체들
의 의지를 모으기도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아지는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황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유연성 대
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유형에 따라 유연성 확보 기제가 다른 것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시간단축 중심의 유럽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임금조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불황기에 노조가
근로조건의 후퇴를 받아들인다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
개념과 중첩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나누기는 노사의 전략
적 선택과 결부지어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역시 임금조정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나누기에
33.9%의 기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조정을 실시
한 기업도 20.1%에 달하였는데,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다수는 경영전략이나 철학에 따른 것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일자리나누기 및 고용조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때 두 가지 대응 방식을 선택한다는 기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종
업원수로 측정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조정을 피하고 일자리나
누기에 나설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전년도 임금인상률이 높
을 경우 고용조정을 실시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고용조정 실시에 나선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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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아울러 노사의 전략적 선택 변수와 관련하여 정규직 감
원은 가장 뚜렷하게 가설과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즉 사용자가 고
용조정에 대한 적극성이 있을 경우 고용조정이 단행되는 반면, 고
용조정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일자리나누기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조정과 기능유연화, 외주조정 등은 유의도가 낮았
으나, 임금조정의 경우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노
측이 임금조정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일자리나누기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고용조정 전략을
취할 경우 고용조정이 단행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 부딪치는 영역이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의 결
합영역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모델의 설명력과 관련하여 일자리나누기는 노측의 임
금조정 수용도와 밀접히 관련되며, 반면 고용조정은 사측의 전략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 조정과 관
련하여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유의도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일자
리나누기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비정규직 감원 필요성을 느끼지만
노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을 포함한 일자리나누기에
나설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
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 버퍼로 작동하기보
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원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금번 불
황에서 기업들은 고용조정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선택하였으며, 이
때 사측의 전략은 물론 노측의 예상태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IMF 당시와 불황의 성격이 달라 경기
순환에 대응한 특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고용조정 중심의 전략이
부과하는 높은 조정비용과 그 이후의 충성도와 몰입도 저하를 경험
한 기업들이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되었다
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불황시 노사관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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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며, 향후 임금, 고용, 시간, 기능적 유연
성 등 다양한 유연성 수단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를 둘러싼 노사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 평가
이번 경제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조건도 크게 달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위기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 대응 등을 재검토함으
로써 현재의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정책은,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정책
경험은 매우 미약한 상황적 조건하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대량실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데다 외환위
기 이전의 노동정책이 인력난과 임금 문제 등에 집중했던 경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축재정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간의 대
량실업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실업정책에 대
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실업 충격이 워낙 컸고 경험이 부재한 상태
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도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기보다
는 공공근로나 실업자대부와 같은 임시적․한시적인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컸으며, 정책의 시급성으로 인해 장기적 비전과 정교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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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인 확대적용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외환위기 실업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정책들이 일부 제도화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고용
실업정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 빈곤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
가 중요했음에도 정책의 연계는 정교하게 고려되고 설계되지 못하
였다. 또한 정책의 대상을 정확하게 타기팅하지 못하여 정책의 효
과성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둘째, 실업정책의 초점이 주로 전직실업자에 맞추어짐으로써 제
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이 취약했다. 도시자영업자, 영세중소
기업취업자, 농림어업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
어지지 못했다. 물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개선 조치도 있었다. 근기법의 일부조항(임금․휴게시간․주휴일․
업무상재해 근로자 보호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하
기로 한 것(1999년 1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
장(종래에는 1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1999년 7월), 부도․파산사
업장(5인 이상)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해 주는 임금채권 보
장기금이 도입된 것(1998년 7월) 등은 영세사업장의 취약근로자
들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조치들이었다. 제도적 실업
대책의 보호하에 있는 실업자수는 1998년 44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155만 명의 28.4%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47.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의 증가는 대부분 실업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부분
이 컸다. 실제로 제도로 포괄되는 실업자수는 50만 명을 넘지 못하
였다.
셋째, 외환위기가 초래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취약했다. 긴급하게 실업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를 합리화하는 정책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이 통제되지 않은 채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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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경직성과 중소기업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환위
기가 남긴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노동시장정책 추진에서 커다란 부
담으로 남게 되었다.
넷째, 고용실업정책들 사이의 연계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결
합이 취약했다.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량실업은 한편으로는 경기회
복으로 취업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였지만, 많은 부분 비경제활동인
구로 빠져나갔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 활성화정책이 제
대로 가동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연계복지로서 자활사업이 설계되었음에도, 자활사업의 근로연
계적 성격은 매우 미흡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노동시
장정책의 경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볼 때, 무엇보다도 1997～98년 고용실업정
책이 주는 시사점은 경제위기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사후적
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를 한 번 경험한 우
리로서는 차후에 경제위기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경제위기의 사후적 효과까지 고려하는 중장
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
적으로는 고용실업정책들 사이의 연계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결
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과 대상
이 정확하게 결합되도록 노동시장 실태 조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부처간 협의와 조정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외환위기시 고용실업대책이 남긴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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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딜: 실업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대한 관심은 오
랜 역사를 갖는다. 최근에는 루스벨트의 뉴딜이 대공황을 장기화시
켰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는 소위 “후버의 뉴딜”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명목임금이 삭감되었던 1920～22년의 전후 불황
이 단명했던 데 비해, 1929～33년의 장기적인 대공황 시기에는 명
목임금의 하락이 더뎠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은 두 시기의 디플레이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빠르고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전후 불황과 비교할 때,
대공황 초기의 디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또한 전후 불황
은 제1차 대전 시기에 물가와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뒤에 발생한
것이었고, 대공황은 1920년대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
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대공황 초기의 명목임금 경직성은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실업
수당,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제약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후버 행정부의 구매력 정책이나 과소소비론적인 이데올로기에 의
해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 또한 그것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
하여 발생한 노동공급의 기간간 대체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였
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태업이나 이직, 역선택의
방지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공황 당시의 여러 기록이나 통계적 증거들은, 1929～31년 사이의
임금 경직성이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장기
적인 손실을 우려한 기업들이 정리해고 대신에 일자리나누기와 노
동시간 단축을 택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 삭감을 자제한 결과라는
설명과 부합한다. 특히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노동자들의 인식이
유지되는 데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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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은 계약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이론적 논의
와도 상통한다. Hart and Moore(2008)는 애초에 Coase(1937)가 제
기한 거래비용의 핵심적 측면인 가격협상(haggling)의 비용이 공정
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즉 계약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생
각하는 수준보다 가격이 낮아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
각이 들 경우에 그 계약 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
약에 명시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에는 계약 이행의 정도가 판사와 같은 제3자에 의해 이행될 수 없
으므로 자기 이행적인 암묵적 계약의 형태를 갖게 된다.
대공황이 장기화되면서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데 따른 이득이 줄
어들었다는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암묵적 계약에 의한 약속은 깨어
졌다.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를 자제하려던 약속이 깨어진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암묵적 계약에 기초한 노사관계 시스
템을 지속하려는 노력은 노사갈등과 노동쟁의의 증폭만 불러왔다.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노조나 노사협의회를 고집하거나
사법권과 집행력을 갖지 못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
킬 뿐이었다. 이에 따라 회복도 어려워졌고, 1차 뉴딜은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정치적 실패로 귀결되었다. 암묵적 계약을 대
체할 새로운 계약의 구조가 요구되었다. 와그너법을 비롯한 노사관
계 시스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복지 프로그
램들은 암묵적 계약에 기초한 사적 복지를 대체하였다. 나치 독일
과 같은 길을 채택하지 않는 한, 실업률이 높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약속을 배반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억지로 틀어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협상력
증대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보아야 한다.
뉴딜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식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복지국
가로의 제도적 균형의 변화는 계약의 유연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공황으로 인해 약속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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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의 계약의 자유에만 의존하는 것
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미국사회에서 광범하게 설득력을
얻게 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복지국가
의 등장은 ‘정부로부터의 자유’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뉴딜 시기 미국사회의 신념과 가치체
계의 변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사회통합
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을 변화시켰고, 민주적으
로 통제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구호와
복지정책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대공황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앗아
갔을 때, 뉴딜은 시장을 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방향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나치 독일
과 달리, 자본스톡의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회복과
정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노동정책을 선택한 미국이 장기적으로 더욱 건전한 회복의 방향을
채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노동정책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
간적인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
의 상대적인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정책은
계약의 구조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정책이나 화폐금융정책 등과 달리, 노동정책은 완전고용이나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위해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것이 대공황과
뉴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
이라 판단된다.

◈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및 유럽의 대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위기의 심각함과 광범위
함에서 전후 경제사에 유례가 없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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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
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초기 비관론이 제시한 전망
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출
구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경제위기의 세계화과정
을 겪으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면,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시작과 더불어 비관론이 우세하였으나 각국은 위기
의 세계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선제적 대규모 대응과 국제적 공조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근인은 미국 부
동산시장에서의 거품 붕괴와 외환시장에서 대달러 환율절상압력,
환위험을 무시하고 각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수반무역, 자
유화된 자본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유입, 세계화된 무역 등이 위
기를 급속하게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전파하였다는 데 있다. 그나
마 다행스럽다면, 위기 발발 당시 거의 공황상태에 놓였던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 짧은 시간 안에 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
뀐 점이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회복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미국
은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경제회생법을 입법하였으며, 유럽
연합은 유럽행동공조계획선언과 유럽경제회복계획을 수립하는 한
편 유럽경제회복추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공조체제를 이루었
다. 또한 국제적 정책공조를 위해 7개국 또는 20개국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 지구적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노력을 정리하였다.
2009년 1월 들어선 미국 오바마 정부는 2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공황에 대응한 뉴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7,876억 달러의 세출을
통하여 일자리보전 및 창출, 경기침체 피해 집단의 지원, 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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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기술진보 박차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장기적으
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 투자, 주정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극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인 ‘미
국경제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입법하였다. 이 법의 목적에 따라 고용 측면에서 노동
력투자법 프로그램,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긴급실업보상과 실업급여
를 인상하는 실업보상급부 및 실업보험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보험 관련 프로그램, 고령자 공동체 서비스 고용, 고용서비스
주정부 교부금, 근로기회 조세신용, 무역조정법 확대, COBRA의 지
속 적용 등이 실시되었다.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책공조에 합의하였는데, 2008년 11월 유럽연합위원회가
경제위기에 협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인 유럽경
제회복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을 제안하고 12월
유럽정상회의에서 이를 채택하였으며, 2009년 5월 유럽고용정상회
의를 거쳐 6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이동성 증진, 숙련향상,
고용접근성 증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고용확약공유(A Shared
Commitment for Employment)를 채택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G7 행동계획(Action Plan)을 시작으로 한 국제적 정책공조는 11월
G20 재정장관회의(브라질, 상파울루)와 워싱턴 정상회담, 2009년 3
월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영국, 호샴), 4월의 런던 G20 정상
회담, 7월 라낄라 G8 정상회의, 9월 G20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
의(영국,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낮은 이자율 유
지 및 재정확대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인․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대공황 이후 초유의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낙관론에서 비관론으
로, 다시 출구전략을 언급하는 성급한 낙관론으로 변화되어 왔다.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국제적 정책공조로 전반적으로 경
기침체는 당초 예상되었던 심각성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일부 국가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조심스런 논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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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하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출구전략에 대응하여 더블딥(double dip)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향후 고용유지 및 실업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초기에 기획되어 일련
의 소용돌이를 거쳐 진정국면에 들어선 시점에서 마무리되었다. 2008년
말, 2009년 초반에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총수요 확
대를 위한 경기진작책과 고용유지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9년 하반
기 들어서는 경제 전체로는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동시
에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사정에 보다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주요 관심사는 계속 변해 왔지만 이
연구에서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즉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고용
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원적이고 급작스런 경제 충격으로 발생하
게 되는 경제위기와 고용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해명하고 그로부터 정책
적 함의를 찾고자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특히
고용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외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선택
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 충격을 보다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적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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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달리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에 특별한 상흔을 남긴
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의 대응은 상처를 동반할 만큼 긴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응 여하에
따라 그 상처가 보다 견실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1997～98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시스템은 크게 변
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견줄 수는 없더라도 정규직
중심의 장기고용 관행이 일반적(최소한 지향점)이었다고 한다면, 외환위
기를 거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되어 직장을 잃으면서 장기고
용 관행의 의미가 희석되었다. 이후 노동유연화를 기치로 비정규직이 빠
르게 확산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와 격차 확대가 노동시장에
서 최대 화두로 등장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개방성이 확대되
어 글로벌 경제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
과 변동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경제위기는 IMF 외환위기와 견주어 볼 때 그 원인과 전개양상에
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노동시장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의 모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
기에 직면한 노사정 대응의 변화양상이 눈에 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의 파급 경로와 효과,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대응양식을 종합적으로 그려
냄으로써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위기에 대한 과거 경험과 각국의 대응을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연
구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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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크게 제1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과 제2부 ‘경제위기에 대
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두 파트로 나뉜다. 제1부는 이번 경제위기의 특징을
개괄하고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고용조정의 패턴, 노동공
급자의 행태 변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대응 등 경제위기가 초래한 노동
시장에서의 변화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제2부는 보다 정책적 대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먼저 10년 전
우리의 경험인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
딜정책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및 유럽
의 대응을 소개하고 함의를 찾는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근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을 개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대응방식의 특징을 다룬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의 전
개와 대응과정을 1997～98년 외환위기의 경험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
점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식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저금리 기조
를 유지하여 기업들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최대한 막았다는 점, 둘째 기
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고용을 슬림화하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이미 상시적인 고용조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 셋째 근
로자도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로 인해 고용조정을 막기 위한 일자리나누기
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점 등이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난 30년간(1977～2007)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고용, 근로시간)의 조정패턴
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를 경계로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방식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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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이 활로를 찾
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어난 고용조정양식
의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립
에 활용되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위기’로부터 벗어
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공식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노동력상태를 취업-실업-비경활의 세 범주에서 (완
전)취업-불완전취업-(공식)실업-잠재실업-(순수)비경활의 다섯 범주로 확
장하여 노동공급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과 같
은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변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노동력상태 이동을 분석한 결과,
주로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적인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개인들이 불완
전취업 혹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생계를 떠맡아야 하
는 남성 중장년층은 불완전취업으로, 여성과 청년층은 잠재실업으로 이
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
했던 ‘취업준비자’의 행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다.
제5장에서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노사가 어떻게 대응하
였는지를 주된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나누
기는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결부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우
리나라에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 부딪치는 영역이 임금조정과 고용조정
의 결합영역인데, 실증분석 결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금번 불
황에서 기업들은 고용조정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선택하였으며, 이 때
사측의 전략은 물론 노측의 예상태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용조정 중심의 전략이 부과하는 높은 조정비용과 그 이
후의 충성도와 몰입도 저하를 경험한 기업들이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
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 평가를 통해
현재의 경제 및 고용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정책적 관점을 탐색하고 있
다. 외환위기시에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정책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공근로와 실업자대부와 같은 임시적․한시적인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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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으며, 정책의 시급성으로 인해 장기적 비전과 정교한 설계 없이 다양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
기거나, 1차노동시장의 경직화와 비정규직의 확산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를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경제위기에 대한 임기
응변식 대응은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위기의
사후적 효과까지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집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7장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의 뉴딜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딜의 실업․노동 정책을 재해석하고 있다. 대공황
초기의 명목임금 경직성이 대공황을 장기화시켰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협상력 증대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노동정책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사
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노동정책은
계약의 구조나 공식, 비공식적 사회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정
책이나 화폐금융정책 등과 달리, 노동정책은 완전고용이나 효율성과 같
은 경제적 목표를 위해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독립되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 및 유럽의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의 세계화로 전파된 과
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대공황 이후 초유의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낙관론
에서 비관론으로, 다시 출구전략을 언급하는 성급한 낙관론으로 변화되
어 온 경제성장 전망의 추이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초기 비관론을 바탕
으로 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인 미국의 경제회생법과 유럽연합의 유
럽경제회복계획을 포함한 주요 문건들을 검토한다.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와 국제적 정책공조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는 당초 예상되었던
심각성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구전략에 대응
하여 더블딥(double dip)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향후 고용
유지 및 실업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제 1 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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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2009년 1/4분기에 우리 노동시장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으로 마
이너스 고용상황에 직면하였다.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14만 6천 명 감
소하였고 실업자는 10만 7천 명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3.8%를 기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크게 감
소하여 각각 59.7%, 57.4%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정부 일자리지원사
업이 본격화된 6월 이후 고용 감소폭은 크게 줄었지만, 25만 개 이상의
정부일자리 효과를 제외하면 고용사정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발단은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누적되어 발생한 미국의
금융쇼크다. 미국발 금융쇼크는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대되어 선진국
증시가 일시에 30∼50% 폭락하였고,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일
부 신흥국에서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코스닥지수가 반 토막이 났다(466.9(’08. 9. 16)→
261.2(’08. 10. 27)). 금융위기는 곧바로 실물경제로도 파급되어 각국에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미국발 금융
쇼크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급속도로 전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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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고용지표 동향
(단위 : %, 천 명)
경제
성장
률

경제활
동인구

참가
율

2007 1/4

4.0

23,692

60.8

22,841

264

1.2

851

3.6

58.6

2/4

4.9

24,489

62.6

23,698

289

1.2

791

3.2

60.6

3/4

5.1

24,367

62.1

23,610

296

1.3

756

3.1

60.2

4/4

5.7

24,316

61.8

23,582

278

1.2

734

3.0

60.0

2008 1/4

5.5

23,852

60.5

23,051

209

0.9

801

3.4

58.5

2/4

4.3

24,638

62.3

23,871

173

0.7

767

3.1

60.4

3/4

3.1

24,503

61.8

23,751

141

0.6

752

3.1

59.9

4/4

-3.4

24,393

61.3

23,636

54

0.2

757

3.1

59.4

2009 1/4

-4.2

23,812

59.7

22,904

-146

-0.6

908

3.8

57.4

2/4

-2.2

24,680

61.7

23,737

-134

-0.6

943

3.8

59.3

3/4

0.9

24,637

61.3

23,751

-1

0.0

886

3.6

59.1

취업자 (증감 (증가
수)
율)

실업
자수

실업 고용
률
률

주 : 증가율 및 증감수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향후 1∼2년간 둔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며, 국제적 정책공조 및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회복속도가 1～2년(‘U자’형 회복 시나리오)에서 3년 이상 장기화(‘L자’형
의 장기불황 시나리오)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1)
고용은 일반적으로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긴밀
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노동수요의 후행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경기적인 요인 외에도 정책 대응, 노사
의 대응방식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통상의 경기불황
이 아니라 위기적 요소를 내포한 경기침체라면 경제주체들의 대응이 위
기의 전개과정과 회복 후 노동시장 질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예컨대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보여준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은 우리
1) IMF는 글로벌 경제위기 초기(2009년 3월), 2009년에 선진국은 -3.0∼-3.5%, 신흥
국은 1.5∼2.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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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거에 경험한 경제위기에서의 대응과 명백히 다르며 그러한 요소들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용위기의 특수성을 규정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대응방식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용위기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
는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과정을 1997～98년 외환위기의 경험과 비교하
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위기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1997～98년 외환위기와의 비교

1. 최근 경제 및 고용위기의 전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위시하여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
되고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경제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9월 중순부터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출렁이기 시작하더니
11월부터는 광공업생산과 같은 실물지표에서도 위기조짐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그림 2-1 참조). 광공업생산지수는 2008년 11월부터 전년동월대
비 10% 이상씩 감소하다가 2009년 1월에는 무려 26.9%가 하락하는 급락
세를 보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1월 시점에서 61.4%까지 떨어졌다. 이
는 외환위기 피크였던 1998년 7월의 63.9%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1980년
9월(61.2%) 이후 최저치로 기록되고 있다.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하였고, 이 무렵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0∼-3%에서 -5∼
-8%로 낮춰 잡았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성장률 수준과 맞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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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런 지표 추이로 볼 때 2009년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1997년 3/4
분기를 기점으로 나타났던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의 징후라
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림 2-1] 경기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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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용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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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고용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2008년 12
월부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고용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취업자는 2009년 1월에 전년동기대비 10만 3천 명, 2월에 14
만 2천 명, 3월에 19만 5천 명이 줄어드는 등 나날이 고용사정이 악화되
었고 2월부터는 실업자가 90만 명을 웃돌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의 경험
에 비추어 언제 실업자 100만, 150만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그림 2-2 참조).
경제주체들의 위기감도 적지 않았다. 2008년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300
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 현재의 경영 여건이 IMF 외
환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9%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한국은행의 기업
경기실사지수(BSI)3)도 2009년 1월 45까지 떨어졌는데, 이 역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노동자, 기업, 민간
단체 및 정부 대표로 구성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구성되고
마침내 2009년 2월 23일 고통분담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특히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
국노총(장석춘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고용위기에 관한 노
동계의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다행히도 실업대란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실업자수는 6월 96만
명을 피크로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부터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충
격은 예상외로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정점이었던 1998년
7월 당시에는 제조업 가동률은 63.9%, 경제성장률은 -8.1%까지 떨어졌고
실업자수는 167만 명에 달했다. 더 나아가 6개월 뒤인 1999년 2월에는 실
업자수가 180만 명을 초과하였다. 당시 실업자는 1주간 구직활동을 기준
2) 대한상공회의소(2008),「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10. 27.
3) BSI는 한국은행 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에서 조사
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수작성방법은 현재의 경기
가 좋다는 응답자와 나쁘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같으면 BSI는 100이 되며, 좋다는
응답자수가 많으면 100 이상, 나쁘다는 응답자수가 많으면 100 이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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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현재와 같이 4주 기준으로 조정하면 이 무렵 실업
자수는 180만∼190만 명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된다.4) 이렇게 보면 연
초에 제조업 가동률이 61.4%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100만 명 이상의 실
업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광공업생산은 꾸준히 증
가하여 3/4분기에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왔고 서비스업도 더디지만
개선 양상을 보여주었다. 4/4분기 들어 수출에서 증가세가 나타난 가운데
무역흑자가 유지되고 투자도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표 2-2
참조).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2009년 3/4분기 실질GDP는 전년동기대
<표 2-2>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9
Ⅲ
Ⅳ
10
11
12
0.9
-

2007

2008

경제성장률

5.1

2.2

Ⅰ
-4.2

Ⅱ
-2.2

광공업생산

6.9

3.1 -15.5

-6.2

4.2

-

0.2

17.8

-

서비스업활동

6.8

3.5

-0.5

1.7

2.1

-

1.3

3.3

-

소비재판매액

5.1

1.0

-4.9

1.6

3.5

-

9.8

10.0

-

설비투자지수

8.2

-4.3 -17.7 -13.4 -10.1

-

0.5

10.3

-

건설기성액

6.6

-0.6

-

-5.2

4.2

-

수출(통관)

14.1

13.6 -25.2 -21.1 -17.6

12.0

-8.5

18.1

33.7

수입(통관)

15.3

22.0 -32.6 -35.7 -31.0

1.3 -16.0

2.1

24.0

무역수지(10억$)

14.6 -13.3

4.7

4.5

7.0

3.0

16.5

10.0

11.5

3.6

4.6

3.3

실업률

3.2

3.2

3.8

3.8

3.6

-

3.2

3.3

-

취업자

1.2

0.6

-0.6

-0.6

0.0

-

0.0

0.0

-

소비자물가

2.5

4.7

3.9

2.8

2.0

2.4

2.0

2.4

2.8

5.74

3.41

3.94

4.16

4.39

4.41

4.44

4.10

4.41

국고채수익률
종합주가지수

1,897 1,124 1,206 1,390 1,673 1,683 1,581 1,556 1,683

원/달러 환율

929.2 1102.6 1415.2 1288.7 1240.9

- 1175.3 1164.2 1166.5

주 : 국고채수익률 및 종합주가지수는 기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기간평균 기준임.
자료 : KDI 경제동향(2010. 1).
4)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현재와 같은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가 조사된 것은
1999년 6월부터이다. 1999년 6～8월 중 1주 기준 실업자수와 4주 기준 실업자수간
차이는 약 10만∼11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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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0.9% 증가하였고 2009년 연간으로도 마이너스가 아닌 0.2%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그러나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이 논의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용은 여전히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6월 이후 정부가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취
업자수는 2008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
기간 중 여성, 자영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최근까지도 이들의 고용 사정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2-3 참조).5) 이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용위기는 단지 경기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경제 충격에도 외환위기 당시처
럼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
서도 고용 실적이 저조한 채로 개선조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림 2-3]에
[그림 2-3] 성별, 일자리 특성별 취업자수 변동
(단위 : 천 명, %)

주 : 변동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수.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월호.
5) [그림 2-3]에서 2009년 6월 이후 임시직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은 희망근로와 같은
임시적 정부지원일자리 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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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고용조정이 경기후행성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렇다면 이번 고용위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2. IMF 외환위기와의 차이점
이번 경제위기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IMF 외환위기 때의 상황과
비교될 만하다. 미국발 금융쇼크가 발생하자 주가가 불과 1개월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2008년 초반만 해도 940원 하던 대미환율이
급등하여 1,5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앞에서 살펴본 제조업 가동률, 광공업
생산, 경기종합지수6) 등 대부분의 실물경제지표에서 2009년 1월 이후 ‘외
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경제가 강한 충격에 의해 일상적인 주기의 궤도를 벗어나는 침체상황
에 직면했을 때를 경제위기로 간주한다면, 2008∼09년의 상황은 1997∼98
년의 외환위기와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두 위기 모두 금융
위기에서 비롯되어 신용경색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위기를 확산시켰다
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배경, 경제
여건 등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3 참조).
그러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노동시장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에
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물경제지표에서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가시화되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그와 유사한 실업대란은 일어나지 않았
다(그림 2-2 참조). 그리고 고용위기가 집중되는 대상도 전혀 달랐다.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는 여성과 청년층 고용에서 특히 타격이 컸다.
2009년 1～3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9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는데 여
성일자리가 10만 6천 개 감소하고 남성일자리는 오히려 1만 2천 개 증가하
였다.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취업자수가 14만 4천 명 감소하였고 20～
30대를 합하면 3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인구 고령화를 감안해 고용률로 보
아도 청년층에서 고용률 하락폭이 현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
6) 경기종합지수(동행)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행
진을 계속하였는데, 이 지수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1998년 1월∼1999년 1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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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비교
외환위기
<공통점>

글로벌 금융위기

- 위기 발생 전 금융기관의 과잉대출 및 자산가격 상승
- 신용경색 및 금융시스템 불안
- 위기 발생 후 급격한 주가 하락, 자본유출 등에 따른 환율 급등

<차이점>
위기의 본질

- 통화위기와 금융위기의 복합적 - 금융위기 성격
성격

발생 원인

- 국내기업 부실 심화 및 금융기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자산버
관의 리스크 관리 부족
블 붕괴 및 국제금융기관의 리
스크 관리 부족
- 외국인의 국내투자 위축 및 국 -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자금
내주식 매도
회수(미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 세계경제 여건 양호
- 1995년 이후 경기 둔화

-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 2004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점
진적 상승
국내외 경
- 외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외채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제·금융 여
- 외환보유액 과소
- 외환위기 대비 외환보유액 절
건
대규모 증가
- 국내금리 급등 추세
- 국제금리 및 국내금리 하락 추
세

정책 대응

- IMF 주도의 긴축적 재정·통화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정책
- 미국 등 선진국 경제여건 양호 -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동반침
로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 회복 체로 내수주도의 회복정책 필
요성 증대

자료 : 신후식․유승선․연훈수(2009); 이종규 등(2009); Filardo et al.(2009). 유복
근․최경욱(2009)에서 재인용.

기 당시 남성, 40대 장년층에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표 2-4와 표 2-5 참조).
고용위기의 충격은 고용형태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외환위기 당
시에는 임금근로자 고용이 대폭 감소하고 그 중에서도 상용직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최근 경제위기에서는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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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용 감소폭이 현저하였다. 이 역시 두 위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
응이 달랐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2-6 참조).
<표 2-4> 경제위기와 성별 취업자수 변동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1998
1/4
전체

2009

2/4

3/4

4/4

1/4

2/4

3/4

-925

-1,302

-1,514

-1,364

-147

-134

-1

남성

-375

-647

-799

-722

-22

24

34

여성

-551

-656

-715

-642

-124

-158

-3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2-5> 경제위기와 연령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변동
(단위 :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1998
1/4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29세

2009

2/4

3/4

4/4

1/4

2/4

-925

-1,302

-1,514

(-3.5)

(-4.6)

-49

3/4

-1,364

-147

-134

-1

(-5.1)

(-4.7)

(-1.1)

(-1.1)

(-0.8)

-61

-67

-39

-34

-28

-9

(-1.4)

(-1.6)

(-1.7)

(-1.0)

(-1.2)

(-0.9)

(-0.3)

-474

-571

-624

-581

-178

-70

-114

(-5.4)

(-6.6)

(-7.2)

(-6.7)

(-2.1)

(-0.4)

(-0.9)

-273

-390

-445

-405

-159

-213

-168

(-3.3)

(-4.6)

(-5.2)

(-4.6)

(-1.5)

(-2.1)

(-1.4)

19

-59

-134

-102

8

-27

-30

(-3.1)

(-4.5)

(-5.7)

(-5.3)

(-0.5)

(-0.8)

(-0.8)

-99

-135

-156

-161

193

155

212

(-3.8)

(-4.7)

(-5.2)

(-5.2)

(0.3)

(-0.8)

(-0.2)

-49

-86

-88

-75

23

49

109

(-2.6)

(-3.6)

(-3.6)

(-3.2)

(-0.7)

(-0.6)

(0.2)

-522

-632

-692

-621

-211

-99

-122

(-4.3)

(-5.2)

(-5.6)

(-5.0)

(-2.1)

(-0.8)

(-1.1)

주 : ( )안은 고용률 변동치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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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경제위기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변동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1998
1/4

2009

2/4

3/4

4/4

1/4

2/4

3/4

전체

-925

-1,302

-1,514

-1,364

-147

-134

-1

비임금근로자

-147

-125

-206

-196

-220

-309

-356

임금근로자

-779

-1,177

-,1308

-1,168

73

175

356

-589

-817

-797

-788

318

313

386

임시근로자

45

-107

-315

-399

-136

-5

124

일용근로자

-233

-253

-197

18

-109

-133

-155

상용근로자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08∼09년의 노동시장 상황이 1997∼98년 외환위기 무렵의 노동시장
상황과 차이를 보이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부실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마침내 외환관리 실패로 국가부도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독자
적인 정책수단을 갖지 못하고 IMF의 정책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IMF의 강제적인 고금리 정책에 의해 연 20%가 넘는 이자율
이 유지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대량의 도산사태는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7～8월의 1차 위기시 어음부도율은 0.5～0.7%에 달했고
다시 2차 위기인 1999년 8～9월에는 부도율이 1.5%를 웃돌았다(그림 2-4
참조). 살아남은 기업들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자율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 및 재정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금리의 하락 추세에
힘입어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부채비율
이 100% 이하로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해져 있었다는 점도 외환위기 때와 같은 급작스런 구
조조정과 그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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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미환율, 종합주가지수, 어음부도율, 이자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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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대미환율과 종합주가지수는 좌측, 어음부도율과 CD유통수익률은 우측 기준으
로 표시됨.
자료 : 통계청, KOSIS(http://www.kosis.kr).

둘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고용구조를 핵심인력 위주로 슬
림화하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고용조정이 상시적으로 가능
하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즉 정규직에 대한 구
조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비정규직 규모 조정과 같은 다양한 조정수단을
사용할 여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시적인 조정체제가
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
악된다. 그 결과,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비임금근
로자에서 고용위기가 전면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
정한 고용형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희생
양이 되었다.
셋째,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작스런 고용
조정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하였다.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도 외환위기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큰 어려
움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이 노·사 모두에게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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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보다 적극적이도록 만들었다. 전국 수준에서의 노사합의 말고도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조정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 4
분기와 2009년 1분기 중에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22만 명
이상 줄어들고, 36시간 미만 취업자와 36∼44시간 취업자는 각각 24만 명
과 86만 명 증가하였다. 일시휴직자는 2008년 4분기에 약 3만 명, 2009년
1분기에 약 7만 명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정리해고보다는 일시휴직을 유
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였고, 이러
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들이 모아져 대량실업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
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현재의 고용위기가 심
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여성, 청년층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상태에 머무르기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
동해 잠재적 실업자군으로 머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성 상용직이 실
직하였을 때에 비해 공식 실업지표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다. 즉 현실의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7)
또한 1997∼98년의 경우에는 빠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
기회복 속도도 빨랐고 고용사정도 그만큼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지만, 현
재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 시장의 위축과 연관되어 있어 아무리 우리 경제
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완만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는 예측이 지배적이다.8) 따라서 비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런 가
운데서도 고용위기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퇴출에 의한
실업문제보다는 한동안 입직구가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새로 노동시
장에 진입하려는 세대에게 특히 심각하게 고용기회를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주된 피해계층이 달라지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
7)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8) 유복근․최경욱(2009)에 따르면, 해외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국내금융시장의 변동성
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시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시 해외금
융변수에서 발생한 공통충격이 국내주가 및 원화의 대미환율 변동성에 보다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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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체적인 타깃별로 정책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제3절 경기변동과 고용조정 패턴

일반적으로 고용변동은 경기후행적이라고 이야기된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위기와 고용위기간에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수요가 줄더라도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것은 가장 마지막 선택
이 될 것이다. 기업은 우선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시간 조정
으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선택은 임금-고용량의 조
정인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신축적이면 임금→고용의 순으로 조정이 이
루어질 것이고 반대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매우 높다면 기업은 바로 고
용량을 줄이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고용량의 조정이 일어나기까지
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 시차가 바로 실물경제위기와 고용위기 사이의 시차로 파악된다.
[그림 2-5]는 1994∼2009년 기간 중 경기변동과 고용변동의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경기변동은 실질GDP의 로그변환값에서 추세적 변동과 계
절적 변동을 제거한 후의 순수 경기순환적 요소를 추출하여 측정되었다.
필터링에는 단순계절차감법(Simple and Seasonal Differencing)이 사용
되었다. 고용변동 역시「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를 GDP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터링하여 구한 것이다.9)
이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고용조정은 대체로 경기후행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IMF 외환위기 기간 중에는 이례적으로 거의 경기동행적인 고용
조정 양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갑작스
런 도산과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시간, 임금, 고용의 조정 수단을 체계적
9)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BN 분해(Beveridge-Nelson decomposition), HP 필
터링(Hodrick-Prescott filter), BK 필터링(Baxter-King filter)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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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경기변동과 고용조정

주 : 고용은 임금근로자수이며, 각 변수는 로그변환 후 추세변동과 계절변동치가
제거된 순수 경기순환적 요소로 표시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각호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으로 사용할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갑자기 닥칠수록 고용변동은 경기변동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위기가 서서히 진전될수록 고용조정의 경기후행성은 더 커질 수 있
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그림 2-6]은 1994∼2009년 기간 중 경기변동과 고용변동의 관계
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고용변동은「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의 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수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앞의
[그림 2-5]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필터링한 결과이다.
재미있는 것은 종사상지위별로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양상이 매우 상이
하다는 것이다. 우선 일용고용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경기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경기
침체에 앞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고용
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용고용은 건설업 및 SOC
분야와 같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부문이 경기에 가장 민감
하고 주로 경기부양책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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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경기변동과 종사상지위별 고용변동

주 : 각 변수는 로그변환 후 추세적 변동과 계절변동치가 제거된 순수 경기순환
적 요소로 표시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각호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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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고용은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그 이전과는 달리 경기변동과
동행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비로
소 임시직 활용이 고용유연성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임시직 고용의 변동폭은 일용직과 상용직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용직의 고용조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경기후행성을 가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긴박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되었
던 IMF 외환위기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성립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과도 정확히 일치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초기 상용직보다는 일용직과 임시직을 중
심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들은 실업급여와 같
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실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하는 정책수단 이외에도
그러한 수혜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호장치 및 정책수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경제지표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9년의
상황은 외환위기와 같은 고용위기 국면에 매우 근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용지표 변동추이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시장에서
외환위기 때와 같은 실업대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
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 원인은 위기의 원인과 배경, 경제여건에서의
차이와 함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식이 달랐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해서 고용위기의 심각성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기의 양상이 10년 전과 다
르다는 것이다. 정규직의 구조조정은 거의 없지만 비정규직 고용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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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규채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
한 양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무렵 대대적인 구
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의 장년층 퇴직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점과 대
비되어,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보다 심각해졌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그룹에서
실직하는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보다는 한계노동력(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에 고용사정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의 고용사정은 공식실
업률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정책적 고려대상에
서 배제되기 쉽다. 또한 고용보험이라는 기존의 안전망으로 적절하게 대
응하기도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들의 고용상황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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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2008년 하반기 미국발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아직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대내외 경
제 상황은 소위 ‘저고용성장의 고착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이 빠른 기간 안에 호전될 것으로 기대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따른 제품시장 변화, 산업구조 조정, 무역압력 및
경쟁의 격화 등 생산변동을 초래하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생산
규모의 감소(또는 증가)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투입요소를 조정한다. 특
히 경기침체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면 기업은 불가피하게 노동, 자본을 비
롯한 생산요소 투입량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보통 자본 등 타 생산요소보다는 가변적 투입요소의 성격이
강한 노동투입(고용량, 근로시간)을 일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1997년 경제위기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나
노동비용 절감 등 기업경영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유연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노동유연화 전략은 이제

28

경제위기와 고용

기업의 일상화된 경영전략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정
보화․기술변화․글로벌화의 가속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업의 고용유연
성 확보 전략의 강화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 및 교육훈련정책의 미
비와 맞물리면서 숙련형성 단절, 직장안정성 저하, 실업 및 비정규직 확
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노동투입(고용, 근로시간) 조정이 불
가피한 경우 어떠한 노동투입 조정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분석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측면만이 아니라 기업의 숙련형성․
유지 및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의 반응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위기 이전 시기를 분석
하였고, 경제위기 이후 노동투입 조정방식에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드물
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노동투입 조정방식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확대되
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노동투입의 조정양태가 질적
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규명하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1977～2007)을 3
시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
(고용, 근로시간)의 조정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1997년 우리 경제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 및 근로시간 조정방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규명하
고자 하였다. 2008년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경기침체
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이 활로를 찾아가는 시점에서,
과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야기된 노동투입 조정양식의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른바 ‘일자리 위기’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
조정양태와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들을 정리․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계량분석모형과 분석자료인 월별 시계열자료(1977. 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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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를 소개하고 생산, 고용, 근로시간 등 주요 변수의 추이를 살펴본다.
제4절은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
조정양태를 고용량과 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
는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끝으로 제5절에
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제2절 선행연구

생산변동 또는 제품수요 충격이 노동투입 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한 해외문헌은 다수 존재한다. 이들 해외문헌은 대부분 경제전체 또는 산
업 수준의 시계열자료나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경제(또는 산업) 전체 수
준에서, 또는 근로자 및 기업 특성별로 생산변동이 노동투입 조정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다(Hamermesh, 1982; Merrilees, 1982; Rice, 1986;
Abraham & Houseman, 1989; Abraham & Houseman, 1993). 그러나 노
동투입 조정이 실제 일어나는 단위인 기업(또는 사업체) 수준의 패널자료
를 사용하여 생산 또는 제품수요 변화가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문헌의 경우도 이러한 해외문헌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실제로 생산변동에 대응하는 노동투입 조정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
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전체 또는 산업 수준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1997년
경제위기 이전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이종원․신영수․이규용,
2001; 이주호․모영규, 1996; 김건우․성백남, 1995; 성재환, 1993), 경제위
기 이후시기를 대상으로 고용과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면서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 조정방식에서 발생하였던 변화를 규명한 연구(윤윤규, 2008)
는 매우 드물다.
이주호․모영규(1996)는 1978～94년간 월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산
업생산지수로 측정되는 산출량 변화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근로시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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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식이 1987년 이전시기와 이후시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
였다. Abraham & Houseman(1989) 등에서 사용된 Almon 시차분포모형
을 적용하여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생산변동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1987년 이후시기에서는 이전시기에 비해 생산변동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근로시간 탄력성은 1987년 이후 증가하여 단기적
고용경직성이 근로시간 탄력성 증대로 상쇄됨을 발견하였다.
이종원․신영수․이규용(2003)은 1981～97년 동안 제조업의 분기별 시
계열자료를 사용하여 고용, 근로시간 및 실질임금 조정양식의 특징을 분
석하였다.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조
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고용조정 속도는 두 분석시기(1981～88년,
1989～97년) 사이에 둔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김건우․성백남(1995)은 1980～92년간 월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우
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장 조정양태를 분석하였다. Topel(1982)의 노동수
요모델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분석 결과, 예측되는 제품수요에 대한 노동
시간 반응도가 고용량 반응도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성재환
(1993)은 1978～91년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량 변화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제조업-비제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에 어떻게 다른지
를 분석하였는데, 산출량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 국내 실증연구는 대체로 1987년 이후 시기가 이전시기에 비해 생
산변동에 따른 고용량 조정 정도가 감소한 반면 근로시간 조정 정도는 늘
어났고, 또한 제품수요에 대한 근로시간의 반응도가 고용량의 반응도보
다 크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1997년 이전시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997년 하반기 우리 경제
를 강타한 경제위기 이후시기에 고용 및 근로시간의 조정방식에서 어떠
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윤윤규(2007)는 1986～2006년 동안 월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1997
년 경제위기 이전시기와 이후시기에 고용 및 근로시간 조정방식에서 어
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제약이 없는 유한시차분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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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stricted finite distributed lag model)을 활용한 분석 결과,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이전시기에 비해 증가하나
근로시간 탄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기업의 노동투입 조정방식이
고용량 조정에의 의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제3절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투입, 즉 고용과
근로시간이 생산변동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조정되었
는지, 또한 시기별로 노동투입 조정패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시차분포모형(distributed lag model)을 적용하여 시
계열자료를 분석하였다.
생산변동이 노동투입(고용, 근로시간)에 대해  차의 시차에 걸쳐 영향
을 미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여기서  는 고용(또는 근로시간),  는 생산,  는 추세(time trend), 
는 오차항, 그리고     는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로그 형태의 1
차 차분방법으로 변수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추세를 갖는 비정상시계열
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시계열자료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시계열의 변동이 증가(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먼
저 로그변환을 통해 분산(변동)을 안정화시킨 다음 적절한 차수의 차분을
통해 추세가 제거된 정상시계열을 얻을 수 있다.
추정방정식이 자연로그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추정계수 는 시차

 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또는 근로시간) 탄력성을 의미한다.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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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모형의 경우,   ∼   까지(현재, 과거  월까지) 계수들의 합계는 어
떤 시점의 생산변동이  개월에 걸쳐 고용(또는 근로시간)에 미치는 누적
효과, 즉 누적탄력성을 의미한다. 한편   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제약 부
과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10) 본 연구에서는 시차별
계수, 즉 탄력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가하기 않은 유한시차
분포모형(unrestricted finite distributed lag model)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모형을 시계열자료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자료
의 성격 및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잘 반영하는 추정모형을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차항( )이 어떤 성격과 구조를 갖는지 판단
하는 것은 시계열자료를 보다 잘 적합화하는 모형 설정에서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분석모형의 오차항에 자기회귀과정(autoregression)이 내재하
는지, 그렇다면 그 적정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과정이 필
요하다. 이와 함께 분석모형의 주된 설명변수인 생산변동(      )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적정시차 길이를 탐색하는 과정 또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 ACF)와 편
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 PACF)의 구조를 파악함
으로써 자기회귀과정의 적정차수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생산변동 변수의
적정시차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BC(Schwartz Baysian Criterion)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
한 논의는 제4절에서 제시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해 1977. 1～2007. 12
까지 30년에 걸쳐 조사된 매월노동통계조사(노동부)의 월별 시계열자료
에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한 생산변동지표들(통계청)을 결합한 자료이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로부터 고용, 입직률, 이직률, 근로시간, 임금
10) 제약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시차가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는 감
소시차(declining lag), 균등시차(rectangular lag), 역V자형시차(inverted-V lag),
Almon 다항시차분포(polynominal la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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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생산변동관련 변수는 통계청의 월별 산업생
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산
업 대신 제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산업
을 포함하는 전체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생산지수 자료의 획득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매월 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의 변동 상황을 조사
함으로써 노동이동 및 임금 수준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여 고용 및 임금정
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사는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체산업에서11)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고용규모 및 산업중분류 기준에 따른 층화계통 추출방법
에 따라 추출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998년까지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1999년부터 상용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대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999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하여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였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상용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체에 고용된 자로, 그리고
임시․일용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또는 1일 수
당제로 고용된 자로 정의된다.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전월말․당월말 근로
자수, 근로자의 이동(입직․이직) 상황, 월평균 실근로일수 및 실근로시
간수(정상․초과근로시간), 임금내역별(정액․초과․특별급여) 월급여액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고용량 변화의 대리변수로 근로자수 대신 순입직률(입직률이직률)을 사용하였다.12) 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친 고용계열보정으로13) 인해 고용 변화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데 한
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주호․모영규, 1996).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근
1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교육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2) 순입직률은 로그고용(  ) 변화에 대한 근사치(approximation)로서 자주 사용된
다(Abraham & Houseman, 1989).
13) 매월노동통계조사가 최초로 작성된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차(2006년)에 걸
친 고용계열보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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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수 자료는 표본조사 추정치인 매월노동통계조사와 모집단조사인 통
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가공집계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 사
이에 발생한 고용계열의 괴리를 매년 고용계열기준치(사업체노동실태현
황)로 일치시키기 위해 고용계열을 보정한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에 걸친
고용계열보정으로 인해 고용 변화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1993년 이전 자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1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고용계열이 보정된 근로자수 자체로는 일관성이 있는 시계열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순입직률(입직률-이직률)을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고용량 변화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자료는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정상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근로시간의 경우 계절적 요인,
또는 월별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정 정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된 설
명변수인 생산변동의 대리지표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산업생산
지수(2005=100)의 계절조정치를 사용하였다.

3. 주요 분석변수의 시계열 추이
[그림 3-1]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변수인 산업생산지수, 고용, 근로시
간에 대한 지난 30년간(1977. 1～2007. 12)의 추이를 보여준다. 1997년 경
제위기 이후 1～2년 동안 이들 주요 분석변수들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락
(또는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산업생산지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크게 떨어진 것
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1997년의 경
제위기가 매우 심각하였음을 반증한다. 초과근로시간의 경우도 경제위기
의 영향권에 있었던 기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1987
년 이후 진폭을 거듭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총
14) 뒤에서 제시된 [그림 3-1]은 실제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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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난 30년간(1977～2007) 제조업의 주요 분석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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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계속

<근로자수>

<입직률>

<이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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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경우는 초과근로시간의 대폭적 감소를 반영하여 경제위기 직
후 기간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나머지 기간에는 진폭을 되풀
이하면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근로자수, 입직률, 이직률 등 고용관련 변수들 또한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수와 입직률은 1997년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반면, 이직률은 이와 반대
로 상당 수준 증가하였다. 입직률과 이직률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지
난 30년간 진폭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근로자수는 일관성 있는 시계열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다. 한편 [그림
3-1]에서 보듯이 근로자수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친 고용계열보정에
따라 1991년 이전․이후시기, 그리고 1993년 이전․이후시기 사이에 시
계열 단절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등 시계열자료로서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시계열상의 문제
점을 감안하여 고용량 변동의 대리변수로 순입직률(입직률-이직률)을 사
용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3-2]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7년 기간(1995. 1～
2001. 12)에 대해 산업생산지수로 측정되는 생산변동과 주요 분석변수들
이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
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요 분석변수들의 추세에 대한 단순한 도해 비교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되는 경향 또는 패턴 자체는 다양한 여타 요인들을 통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되는 것이므로 비교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정한 관계를 제대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15)
먼저, 생산변동에 따라 근로시간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
자. 본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 발발 이후 2년(1997. 7～1999. 6)을 경제위
기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었던 경제위기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경제위기 기
간 동안 초과근로시간은 산업생산지수와 매우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이는 생산 감퇴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즉각적으로 반응(감소)하였을
개연성이 큼을 보여준다. 반면, 경제위기기간 이전․이후에 있어서 산업생
15) 여타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경기변동과 주요 분석변수간의 진정한 관계, 즉 고용
및 근로시간 탄력성에 대한 엄격한 분석결과는 제4절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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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조업 산업생산지수와 고용/근로시간 변수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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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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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나 초과근로시간은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나
타내어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
은 경제위기 기간에는 생산변동에 대한 근로시간 반응도(탄력성)가 이
전․이후기간에 비해 매우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정상근로시간은
생산변동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전체기간에 걸쳐 진폭을 되풀이하는데,
이는 정상근로시간이 경기적 요인보다 법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근로시간(정상+초과근로시간)
의 경우도 대체로 정상근로시간과 다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총 근로시간에서 정상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정도로 매우 높
아서 초과근로시간의 변화를 압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입직률의 경우, 초과근로시간과 유사하게 경제위기기간 동안에는 산업
생산지수와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즉 산업생산지수가 감소
(증가)하면 입직률도 함께 감소(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기간 이
전․이후기간에서는 산업생산지수와 입직률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하나
의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직률의 경우, 경제위기 기간 동안
산업생산지수와 대체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위기
기간 이전․이후기간에서도 진폭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전체 추세로 보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약하게나마 관찰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서 고용량 변화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순입직률(입직률-이직률)의 경우
를 보면, 경제위기 기간 동안 산업생산지수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이는 경향이 관찰되며, 경제위기기간 이전․이후기간에서도 일부 예외적
구간이 있으나 추세로 보아 산업생산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
향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포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비정상시계열의 정상화
앞에서 제시된 [그림 3-1]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계열자료가 추세(time
trend)를 갖는 비정상(non-stationary)시계열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시
계열을 정상(stationary)시계열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자연로그 변환을
통해 분산(변동)의 안정화를 시도함으로써 시간  에 관계없이 분산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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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요 변수의 1차 차분 시계열 추이(1977～2007) :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고용 : 순입직률(입직률-이직률)>

<초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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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시간>

일한 시계열을 얻고자 하였다. 이어서 추세가 있는 비정상시계열을 1차
차분(first-differencing)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추
세에는 시간의 함수로 표현 가능한 결정적(deterministic) 추세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지 않는 확률적(stochastic) 추세가 있는데, 확률적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1차 차분을 시도하였다.
[그림 3-3]에서는 비정상시계열을 정상시계열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을 자연로그 형태로 변환한 다음 1차 차분된 변수들의 흐름을 보
여준다. [그림 3-3]은 산업생산지수, 고용, 초과근로시간 및 총 근로시간
등 분석변수들에 있어서 자연로그 1차 차분을 통해 추세가 있는 비정상
시계열이 대체로 적절하게 정상시계열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
구는 이상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1차 차분된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계절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정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월별 더미를 포함하여 있
을 수 있는 계절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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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실증분석 결과

1. 적정모형의 탐색
앞에서 제시한 계량분석모형을 실제 시계열자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자료의 성격 및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적정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다양한 모형들에 대한 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① 분석모형
의 오차항( )에 내재하는 자기회귀과정(autoregression :  )의 적정차
수가 무엇인지, ② 분석모형의 주된 설명변수인 생산변동(      )의
적정시차 길이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 자기회귀과정(autoregression)의 적정차수 결정
먼저 분석모형의 오차항( )이 백색오차(white noise)가 아니라 자기회
귀과정에 따른다면 적정차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
차항  가  ∼       , 즉 0의 평균과 일정한 분산을 갖는 상호
독립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백색오차라면,  는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적 분포를 따르므로 과거의 확률적 충격(      ⋯ )은 현재의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계열자료에서 오차항  는 백색오차

라기보다는 일정한 자기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든 시계열과정에 대해 정의되는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
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 PACF)의 구조
를 파악함으로써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의 적정차수

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시차  에서의 ACF의 값,  가  값의
증가에 따라 점차 0으로 수렴한다면 해당 시계열자료는 안정적이라 판정
할 수 있다. 그리고 PACF가  의 차수  이후 급속하게 0으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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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를  확률과정의 적정차수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해 선택 가능한 다양한 모형들을 추
정하여 ACF와 PACF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확률과정의 적정차수를
탐색하는 과정을 밟았다. <표 3-1>은 1977～2007년 동안 제조업에 대해
서 몇 가지 모형을 사용하여 OLS로 추정된 고용 방정식 및 근로시간 방
정식의 잔차(residuals)에 대한 ACF와 PACF의 구조를 보여준다. 고용
방정식에서 모형1은 산업생산지수 변수(  )의 3차 시차(    )까지
를, 모형2는 6차 시차(    )까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추정식이다.
근로시간 방정식의 모형1은 현재기(  )의 산업생산지수 변수만을, 모
형2는 3차 시차(    )까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이다.16)
먼저 고용 방정식의 추정결과를 보면(표 3-1), 모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기상관함수(ACF)는 대체로 시차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감소하
여 0으로 수렴함을 보여준다. 편자기상관함수(PACF)는 시차 1에서 유의
하며, 시차 2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0에 가까운 값으로 소멸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1차 차분된(first-differenced) 산업생산지수
시계열이 안정적(stationary)이며, OLS모형보다는 오차항이   과정
을 따르는 회귀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대상 시기를 지난 20년(1987
～2007년)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고용 방정식의 추정에서  
을 적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OLS로 추정된 근로시간 방정식(초과근로시간 및 총 근로시
간)의 잔차에 대한 ACF와 PACF의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표 3-1>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방정식의 경우 ACF는 시차 1 이후 감소하며,
PACF 또한 시차 1 이후 급격히 감소한 다음 0에 가까운 값으로 소멸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1과 모형2에서 공히 관찰된다.
분석대상 시기를 지난 20년(1987～2007년)으로 한 분석결과(표 3-2 참조)
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와 패턴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산업생산지수 변수의 6차 시차까지 포함하
는 근로시간 방정식 모형에서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제3장 경기변동과 고용․ 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

45

고용 방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로시간 방정식 추정에 있어서도

  을 적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총 근로시간 방정식의 경우, 초과근로시간 방정식과는 약간 다른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표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CF는 초과근로
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 시차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0에 가까워짐
을 보여준다. 반면 PACF에서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PACF
의 값이 시차 1에서만이 아니라 시차 2와 시차 3에서도 유의한 값을 갖고
그 이후 시차부터 0에 가까운 값으로 소멸된다. 1987～2007년을 분석기간
으로 한 추정결과(표 3-2 참조)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와 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방정식의 경우에는   만이 아니라

  ,   또한 적정모형으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들 세 가지
<표 3-1> 고용/근로시간 방정식의 시차별 ACF와 PACF : 제조업(1977～2007)


Lag

고용
모형1

초과근로시간
모형2

모형1

모형2

총 근로시간
모형1

모형2

ACF PACF ACF PACF ACF PACF ACF PACF ACF PACF ACF PACF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459 0.459 0.398 0.398 -0.425 -0.425 -0.423 -0.423 -0.565 -0.565 -0.573 -0.573

2

0.301 0.115 0.254 0.113 0.043 -0.167 0.046 -0.162 0.091 -0.335 0.093 -0.350

3

0.116 -0.077 0.045 -0.107 -0.131 -0.227 -0.139 -0.231 -0.095 -0.358 -0.092 -0.374

4

0.128 0.091 0.044 0.039 0.208 0.071 0.214 0.073 0.134 -0.184 0.135 -0.203

5

0.155 0.102 0.020 0.015 -0.132 -0.026 -0.129 -0.021 -0.061 -0.119 -0.055 -0.118

6

0.223 0.124 0.062 0.047 -0.062 -0.151 -0.063 -0.150 -0.002 -0.109 -0.023 -0.131

7

0.250 0.104 0.102 0.075 0.192 0.158 0.187 0.156 0.108 0.138 0.102 0.083

8

0.150 -0.055 0.081 0.002 -0.240 -0.194 -0.234 -0.193 -0.229 -0.126 -0.207 -0.161

9

0.091 -0.015 0.101 0.054 0.236 0.129 0.233 0.127 0.228 0.041 0.229 0.021

10

0.098 0.068 0.161 0.125 -0.174 -0.015 -0.179 -0.019 -0.186 -0.110 -0.201 -0.132

11

0.182 0.123 0.221 0.128 0.159 0.014 0.158 0.005 0.218 0.083 0.223 0.076

12

0.245 0.104 0.261 0.131 -0.237 -0.092 -0.230 -0.089 -0.224 -0.035 -0.222 -0.031

주 : 1) 고용 방정식의 모형1은 생산변수(   )의 3차 시차까지를, 모형2는 6차 시
차까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임.
2) 근로시간 방정식의 모형1은 현재기의 생산변수(   )만을, 모형2는  
의 3차 시차까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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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고용/근로시간 방정식의 시차별 ACF와 PACF : 제조업(1987～2007)


Lag

고용
모형 1

초과근로시간
모형 2

모형 1

모형 2

총 근로시간
모형 1

모형 2

ACF PACF ACF PACF ACF PACF ACF PACF ACF PACF ACF PACF

0

1.000

1

0.392 0.392 0.313 0.313 -0.430 -0.430 -0.429 -0.429 -0.584 -0.584 -0.596 -0.596

1.000

1.000

1.000

1.000

1.000

2

0.240 0.102 0.158 0.066 0.044 -0.172 0.047 -0.168 0.109 -0.352 0.121 -0.362

3

0.149 0.029 0.075 0.009 -0.120 -0.217 -0.127 -0.221 -0.098 -0.376 -0.098 -0.386

4

0.190 0.125 0.142 0.119 0.196 0.067 0.202 0.069 0.148 -0.184 0.145 -0.203

5

0.112 -0.013 0.049 -0.034 -0.119 -0.014 -0.115 -0.006 -0.070 -0.097 -0.071 -0.116

6

0.214 0.164 0.134 0.118 -0.094 -0.180 -0.097 -0.179 -0.002 -0.080 -0.009 -0.117

7

0.241 0.121 0.155 0.092 0.204 0.131 0.201 0.132 0.109 0.182 0.106 0.130

8

0.139 -0.050 0.116 0.014 -0.265 -0.233 -0.261 -0.231 -0.261 -0.155 -0.240 -0.171

9

0.105 0.020 0.114 0.066 0.266 0.121 0.268 0.126 0.262 -0.006 0.268 0.017

10

0.075 -0.024 0.112 0.033 -0.165 0.015 -0.175 0.009 -0.180 -0.122 -0.220 -0.137

11

0.194 0.156 0.191 0.135 0.138 0.009 0.143 0.004 0.232 0.138 0.258 0.133

12

0.188 0.065 0.149 0.042 -0.264 -0.151 -0.262 -0.147 -0.285 -0.014 -0.285 -0.009

주 : 1) 고용 방정식의 모형1은 생산변수( )의 3차 시차까지를, 모형 2는 6차 시
차까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임.
2) 근로시간 방정식의 모형1은 현재기의 생산변수( )만을, 모형 2는 
의 3차 시차까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임.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나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세 가지 모형으로 추정한 분석결
과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과근
로시간 방정식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오차항이

  에 따르는 모형을 적정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생산변동 변수의 적정시차 결정
이상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자료에 내재하는 자기회귀
과정, 즉  과정의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적정차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몇 가지 모형 및 분석기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용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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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방정식의 오차항이 차수 1의 자기회귀과정, 즉   에 따르는 모
형이 적정한 추정모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적정모형의 설정에 있어서 또 하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생산변동 변수, 즉 산업생산지수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종속변수(고용,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
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적정시차의 길이를 선험적으로 알기 어렵
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한 방정식 형태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잘 알려진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접근은 ① 시계열자료는 보통
기간이 짧아서 추정과정에서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과도하게 소
비할 수 있다는 점, ② 시계열자료의 오차항은 상관(serially correlated)되
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③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
(Greene,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생산지수의 적정시차()를 결정하
기 위해 다양한 기준 가운데 널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BC(Schwartz Baysian Criterion)를 활용하였
는데, 구체적으로는 AIC(),17) 또는 SBC()를 최소화하는 시차()를 적
정시차로 판단한다.
먼저 고용 방정식의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표 3-3>은 주된 설명변수
인    의 시차 길이(0～10차)에 따라 구분되는 11개의 고용방정식에
대해 각각 두 가지 방식, 즉 OLS,   으로 추정한 결과의 AIC와 SBC
의 값을 보여준다. OLS 추정결과를 보면, 1977～2007년 기간에는 AIC와
SBC 모두    의 시차가 6인 모형에서 최소화된다. 한편 1987～2007년
에 대한 OLS 결과는 SBC는    의 시차가 6인 모형에서 최소화되지
만, AIC는 시차 10에서 최소화됨을 보여준다.   의 경우는 1987～
2007년에는 AIC와 SBC 모두    의 시차가 6인 모형에서 최소화되는
반면, 1977～2007년에는 AIC와 SBC 모두    의 시차 0, 즉 현재기만
을 포함하는 모형에서 최소화된다. 다만, 1977～2007년 기간의 경우 시차
가 6인 모형의 AIC와 SBC가 전체로는 최소값이 아니지만 3～4차 시차
17) AIC()는 적합화(fitting) 측면에서는 우월하나 자유도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
는 약점을 가진다(Gree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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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의 시차별 모형의 AIC와 SBC : 고용 방정식, 제조업
1977～2007



시차

OLS
AIC

1987～2007
OLS



SBC

AIC

SBC

AIC



SBC

AIC

SBC

0

-2924

-2861

-3063

-2997

-2087

-2031

-2151

-2091

1

-2937

-2870

-3055

-2985

-2097

-2037

-2152

-2088

2

-2957

-2887

-3061

-2987

-2114

-2050

-2162

-2096

3

-2958

-2884

-3053

-2974

-2116

-2049

-2161

-2090

4

-2959

-2881

-3042

-2960

-2121

-2050

-2160

-2086

5

-2970

-2888

-3039

-2954

-2130

-2056

-2161

-2083

6

-2977

-2892

-3045

-2955

-2148

-2071

-2175

-2094

7

-2973

-2884

-3043

-2950

-2149

-2067

-2173

-2089

8

-2965

-2871

-3033

-2935

-2151

-2067

-2174

-2085

9

-2960

-2863

-3025

-2924

-2155

-2067

-2175

-2084

10

-2952

-2850

-3015

-2910

-2155

-2063

-2174

-2080

주 :  의 시차구분별(0～10)로 11개의 고용방정식을 구성, 각각의 방정식에 대
해 OLS,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의 AIC, SBC 값임.

이상을 포함하는 모형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라는 점에서 국지
적 최저점(local minimum)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 방정식에 대한 다양한
시차모형의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많은 경우 AIC와
SBC 값이    의 시차  가 6인 모형에서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6을 적정시차로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3-4>에서는 근로시간 방정식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초과근로시간 방정식의 경우, 모든 추정모형에서 예외 없이    의 시
차가  0인 모형에서 AIC와 SBC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초과근로시간 방정식의 경우 시차가 없는 모형, 즉 현재기
(    )만을 포함하는 추정식을 적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총 근로시간 방정식의 경우를 보면(표 3-4 참조), 1977～2007년 기
간에는 모두 0 시차의    , 즉 현재기만을 포함하는 모형에서 AIC와
SBC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87～2007년의 경우, SBC는 마찬
가지로     만을 포함하는 모형에서 최소값을 가지며, AI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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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차별 모형의 AIC와 SBC: 근로시간 방정식, 제조업
1977～2007



시차

OLS
AIC

1987～2007
OLS



SBC

AIC

SBC

AIC



SBC

AIC

SBC

초과근로시간
0

-1218

-1157

-1284

-1218

-875

-819

-925

-865

1

-1216

-1152

-1281

-1212

-874

-814

-923

-860

2

-1215

-1146

-1280

-1207

-872

-808

-922

-855

3

-1213

-1140

-1278

-1202

-870

-803

-920

-850

4

-1211

-1135

-1276

-1196

-868

-797

-919

-844

5

-1209

-1129

-1274

-1190

-866

-792

-917

-839

6

-1208

-1124

-1274

-1187

-865

-787

-916

-835

7

-1207

-1119

-1275

-1184

-864

-783

-916

-831

8

-1206

-1114

-1274

-1179

-862

-777

-915

-826

9

-1204

-1109

-1274

-1175

-861

-772

-915

-823

10

-1206

-1107

-1278

-1175

-860

-769

-916

-821

총 근로시간
0

-1270

-1207

-1415

-1348

-797

-738

-901

-842

1

-1268

-1202

-1414

-1343

-798

-738

-906

-842

2

-1263

-1192

-1408

-1334

-796

-732

-905

-839

3

-1257

-1183

-1402

-1324

-795

-728

-904

-834

4

-1250

-1172

-1396

-1314

-793

-722

-905

-831

5

-1246

-1164

-1389

-1303

-793

-718

-903

-826

6

-1242

-1136

-1383

-1290

-792

-714

-902

-821

7

-1241

-1151

-1386

-1295

-791

-709

-901

-817

8

-1235

-1142

-1380

-1282

-787

-704

-900

-811

9

-1232

-1134

-1378

-1277

-787

-699

-899

-807

10

-1225

-1124

-1371

-1267

-785

-694

-898

-802

주 :    의 시차구분별(0～10)로 11개의 근로시간 방정식을 구성, 각각의 방정식
에 대해 OLS,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의 AIC, SBC 값임.

의 시차가  인 모형에서 최소화되지만 0인 모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총 근로시간의 경우도 초
과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시차가 없는 모형, 즉 현재기(    )만을 포함
하는 모형을 적정모형으로 설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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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시기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변동이 고용 및 근로
시간에 미치는 효과 및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전
체 분석기간(1977. 1～2007. 12)을 크게 세 시기, 즉 시기1(1977. 1～1987.
6), 시기2(1988. 7～1997. 6), 시기3(1999. 7～2007. 12)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이러한 시기 구분에 대해 그 이유와 근거를 간략하게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기1과 시기2의 구분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1987년 이후
사회민주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6․29선언이 발표되고 이후 대통령 직
선제를 비롯한 정치․사회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노동
조합운동이 양적․질적으로 고양되면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서도 커
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초래된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노동투입(고용량, 근로시간) 조정양식에 보다 근본적이고 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1997년 경제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1987년을 경계로 시기1(1977. 1～1987. 6)과 시기2(1988. 7～1997. 6)로 구
분하였다. 여기서 시기2의 시작시점을 1987. 7. 대신 1년 후인 1988. 7.로
한 것은 정치․사회구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등에서의 변화가 한꺼번
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1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987. 7.～1988. 6. 동안
의 기간을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도기로 보고 시기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1987년 이후의 기간은 1997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우리 경제를 강
타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기준으로 경제위기 이전시기(1988. 7～1997. 6)
와 이후시기(1999. 7～2007. 12)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의 대
응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정리해고의 법제화 등 기업의 노동유연화전략
강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노동유연화 흐름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기3에 경제위기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직접 포함될 경우,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과대평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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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생 후 2년(1997. 7～1999. 6) 동안을 경제위기기간으로 보고 시기 설
정에서 제외하였다.

3.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의 조정 : 고용 대 근로시간
가. 고용량 조정
먼저, 1977. 1.～2007. 12. 기간 동안의 월별 시계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패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고용량 측면에서 노동유연성이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자.
앞에서 논의된 적정모형의 설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
산변동 변수의 6차 시차까지(    ～      ) 포함하는   모형
을 적정모형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18) 추정모형에서는 추
세( )를 포함하며, 월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계절성을 통제하였다. 또한
1997년 경제위기 직후부터 2년(1997. 7～1999. 6), 즉 경제위기기간에 대
해 추세( )의 2차 함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기침체의 효과를 통제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1979년 10․26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와 동반된 1980년
의 경기침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1980년 한 해((1980. 1～1980. 12)를
추세( )의 2차 함수를 추정모형에 도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적정모
형으로 설정한, 생산변동이 6개월에 걸쳐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 ML)에 따라 추정하였으며,
OLS 모형의 추정도 함께 진행하였다.
<표 3-5>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생산변동에 대한 고용량 변동의
탄성치, 즉 고용탄력성의 측면에서 시기별로 고용량 조정의 규모 및 패턴
이 어떠하며, 시기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먼저 생산변동 충격에
따라 고용량이 시차에 걸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기별로 고용량의 반응
18) 생산변동 시차가 9개월인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부표 3-1>과 [부도 3-1]에서
제시되었다. 9개월 시차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후 생산변동 시차의
경우 대부분 고용탄력성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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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모형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시차에 걸쳐
고용량에 대한 생산변동의 효과가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며, 시차
0～6까지 시차별 고용탄력성의 크기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어떤 시점에서 발생한
생산변동 충격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또는 충격 발생 이후 초
기단계에 한꺼번에 고용량 조정을 시도하기보다는 비교적 긴 기간에 걸
쳐 시차를 두고 고용량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차
별 고용량 조정의 패턴은 시기별로 고용탄력성의 크기에서는 차이가 있
지만 거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다음으로 생산변동에 따라 시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고용량의 총 반응
도를 보여주는 누적 고용탄력성의 크기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살펴보자. 전체기간(1977. 1～2007. 12)을 놓고 보면, 6개월 시차를 가
지는   모형에서 추정된 고용탄력성의 누적효과는 0.275로 나타났
다. 시기별로는 보면, 시기1(1977. 1～1987. 6)에서는 6개월 시차에 걸친
누적 고용탄력성이 0.357이었으나 시기2(1988. 7～1997. 6)로 가면서 0.187
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으며,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의 시기
3((1999. 7～2007. 12)에서는 0.237로 누적 고용탄력성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OLS 추정결과에서도 이러한 시기별 고용탄력성의 변화 경향이 관
찰된다.
시기1에서 시기2로 가면서 누적 고용탄력성이 크게 감소한 것은 1987
년 6․29선언, 6월 항쟁을 필두로 1987년 하반기 이후 한 해 동안 정치․
사회적 민주화 흐름이 강화되고 노동조합운동 또한 크게 고양되면서 노
동시장 및 노사관계 측면에서 이전시기에 비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영
향력이 강화되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영향력 확대로 고용안정성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동유연성이 이전시기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기2에서 시기3으로 가면서 누적 고용탄력성이 증가하는데, 이
는 1997년 하반기에 촉발된 심각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대
응력이 약화된 가운데 기업들의 노동유연화전략이 일층 강화됨으로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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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제조업의 시기별 고용탄력성의 변화(1977. 1～2007. 12)
종속변수 : 고용량 변화
생산변동
1977. 1～2007. 12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시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AR(1)
lag0

0.044 0.008 *** 0.039 0.014 *** 0.024 0.016

0.029 0.012 **

lag1

0.048 0.009 *** 0.062 0.018 *** 0.025 0.017

0.033 0.014 **

lag2

0.051 0.010 *** 0.070 0.018 *** 0.024 0.017

0.035 0.014 ***

lag3

0.034 0.010 *** 0.056 0.018 *** 0.013 0.016

0.038 0.014 ***

lag4

0.035 0.009 *** 0.050 0.017 *** 0.028 0.017 *

0.047 0.014 ***

lag5

0.038 0.009 *** 0.048 0.016 *** 0.046 0.016 *** 0.029 0.014 **

lag6

0.025 0.007 *** 0.032 0.013 *** 0.026 0.016 *

누적탄력성

0.026 0.012 **

0.275

0.357

0.187

0.237

R

0.592

0.679

0.655

0.501

D-W

2.108

2.122

2.028

2.057

2

OLS
lag0

0.059 0.008 *** 0.048 0.015 *** 0.031 0.016 **

0.030 0.013 **

lag1

0.058 0.009 *** 0.067 0.016 *** 0.029 0.016 *

0.035 0.013 ***

lag2

0.057 0.009 *** 0.072 0.016 *** 0.027 0.016 *

0.036 0.013 ***

lag3

0.038 0.009 *** 0.056 0.016 *** 0.015 0.016

0.039 0.013 ***

lag4

0.039 0.008 *** 0.052 0.015 *** 0.030 0.016 *

0.048 0.013 ***

lag5

0.043 0.008 *** 0.055 0.015 *** 0.048 0.016 *** 0.031 0.013 **

lag6

0.030 0.008 *** 0.040 0.014 *** 0.027 0.016 *

누적탄력성

0.031 0.012 **

0.325

0.391

0.205

0.250

R

0.509

0.624

0.648

0.463

D-W

1.197

1.242

1.702

1.451

2

주 : 1) 전체기간(1977. 1～2007. 12)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그리
고 1997년 경제위기 발생 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
차 함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기침체 효과를 통제하였음. 또한 시기1(1977.
1～1987. 6)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동안에 대해 추세( )
의 2차 함수 형태로 그 효과를 통제한 모형을 사용.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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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기별 시차에 따른 고용탄력성 추이 : 제조업, 6개월 시차 모형
0.20
0.18

1977.1-2007.12

0.16

1977.1-1987.6

0.14

1988.7-1997.6

0.12

1999.7-2007.12

0.10
0.08
0.06
0.04
0.02
0.00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용량 조정의 측면에서 노동유연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경제위기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부터 회복된 이후에도 고용조
정 및 노동유연화 흐름을 지속․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었던 기간, 즉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보통
경제위기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시계열이 짧아서 고용탄력성을 직접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시
기(1997. 7～2007. 12)에 대해 경제위기를 통제한 모형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고용탄력성을 비교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위기 기간 내의
고용조정의 정도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본 연구에
서는 1997년 경제위기 발생 후 2년 동안(1997. 7～1999. 6)을 경제위기 기
간으로 간주하였다.
<표 3-6>에 따르면, 1997. 7～2007. 12 기간에 대해 경제위기를 통제한

  모형의 누적 고용탄력성은 0.233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치
는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한 시기3(1999. 7～2007. 12)의 누적 고용탄력성
(0.237)과 매우 흡사한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위기 통제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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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함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위기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누적 고용탄력성은 0.333으로 경제위기를 통제한 모형
보다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위기 통제모형과 미통제모형 사이
의 누적 고용탄력성 차이가 크다는 추정결과로부터 경제위기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6> 1997년 경제위기와 고용탄력성(1997. 7～2007. 12) : 제조업
생산변동
시차
AR(1)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누적탄력성
R2
D-W
OLS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누적탄력성
R2
D-W

종속변수 : 고용량 변화
1997. 7～2007. 12
1999. 7～2007. 12
경제위기 통제시
경제위기 미통제시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036
0.041
0.047
0.043
0.042
0.012
0.012

0.011 ***
0.013 ***
0.012 ***
0.013 ***
0.013 ***
0.013
0.011
0.233
0.775
2.028

0.039
0.052
0.062
0.065
0.065
0.030
0.021

0.012 ***
0.014 ***
0.015 ***
0.014 ***
0.014 ***
0.014 **
0.012 *
0.333
0.717
2.176

0.029
0.033
0.035
0.038
0.047
0.029
0.026

0.012 **
0.014 **
0.014 ***
0.014 ***
0.014 ***
0.014 **
0.012 **
0.237
0.501
2.057

0.040
0.044
0.049
0.045
0.044
0.016
0.016

0.012 ***
0.012 ***
0.012 ***
0.012 ***
0.012 ***
0.012
0.011
0.253
0.752
1.412

0.041
0.052
0.061
0.065
0.067
0.043
0.039

0.014 ***
0.014 ***
0.014 ***
0.014 ***
0.014 ***
0.014 ***
0.014 ***
0.367
0.611
0.987

0.030
0.035
0.036
0.039
0.048
0.031
0.031

0.013 **
0.013 ***
0.013 ***
0.013 ***
0.013 ***
0.013 **
0.012 **
0.250
0.463
1.451

주 : 1) ‘경제위기 통제’는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차 함수 형태로 경제위기 효과를 통제한 모형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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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변동에 따른 고용량 조정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1987년을 거치면서 이전시기에
비해 고용량 조정 측면에서 노동유연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1987년 중반부터 시작된 정치․사회적 변화,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영향력 증대 등의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량 조정 측면에서 노동유연성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하반기 우리 경제를 엄습한 심
각한 경제위기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용량 조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한 이후의 시기에도 노동유
연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
째, 시기별로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시기구분에 관계없이 우
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생산변동의 충격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반응보다
는 일정한 시차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고용량을 조정하는 과정을 밟는
경향을 보여준다. 끝으로, 경제위기 기간(1997. 7～1999. 6) 동안 단기적으
로 고용조정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1997년 발생
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이 상당한 수준이었음
을 보여준다.
나. 근로시간 조정
지난 30년간 생산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패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 생산변동의 시차효과 없이 현재기의 생산변동
변수(    )만을 포함하는   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7>과 <표 3-8>에서는 다양한 시기별로 생산변동에 따른 초과근
로시간 및 총 근로시간의 탄력성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무시차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생
산변동의 적정시차 결정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듯이 근로시간 방정식의
경우 시차 없이 현재시점의 생산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무시차

  모형이 적정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실제로 <표 3-7>과 <표 3-8>
에서 보듯이 모든 시기별 추정결과에서   모형의 Durbin-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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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이   모형에 비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 교란항이  
과정을 따르는 회귀모형이 분석 시계열자료를 상대적으로 잘 적합화시켰
음을 보여준다. 생산변동의 시차와 관련해서도 시기별 3개월 시차모형의
추정결과(부표 3-2 참조)는 현재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생산변동의 시
차(1, 2, 3개월 시차)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고 추정치도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산변동의 시차가 없는 무시
차 모형이 보다 적합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변동 충격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매우 즉각적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추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변동 충격 발생 이후 비
교적 긴 기간에 걸쳐 시차를 두고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고용량
조정패턴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조정패턴은 근로
시간은 고용량과는 달리 고정비용(fixed cost)이 작아서 가변적(variable)
노동투입 요소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총 근로시간(초과+정상근
로시간)의 탄력성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표 3-7 참조), 현재시점의
생산변동이 총 근로시간 조정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 시기에 있어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총 근로시간의 대부분(85% 정도)을 점하
는 정상근로시간의 경우 제도적․법적 요인 등에 따라 좌우되어 생산변
동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생산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패턴을 정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 근로시간보다는 초과근로시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중심으
로 생산변동 충격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7>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변동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탄
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난 30년간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보여준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생산변동 충격의 효과는 모든 시기
에 있어서, 그리고 모형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
지며,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의 크기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
차가 없는    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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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제조업의 시기별 근로시간 탄력성의 변화(1977. 1～2007. 12)
1977. 1～2007. 12
생산변동 계수 표준오차
lag0
0.601 0.095 ***
OLS 2
0625
R
lag0
0.654 0.086 ***
AR1 R2
0.693
D-W
2.147
lag0
0.666 0.083 ***
AR2 R2
0.702
D-W
2.079
1977. 1～2007. 12
생산변동 계수 표준오차
lag0
0.281 0.081 ***
OLS 2
0.478
R
lag0
0.155 0.065 **
AR1 R2
0.647
D-W
2.404
lag0
0.112 0.057 **
2
AR2 R
0.696
D-W
2.268

종속변수 : 초과근로시간 변화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472 0.161 *** 0.499 0.173 *** 0.443 0.206 **
0.793
0.738
0.591
0.419 0.131 *** 0.571 0.155 *** 0.523 0.184 ***
0.868
0.799
0.692
2.156
2.291
2.236
0.443 0.127 *** 0.669 0.147 *** 0.454 0.168 ***
0.817
0.817
0.716
2.065
2.104
2.145
종속변수 : 총 근로시간 변화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228 0.076 *** 0.334 0.241
0.484 0.239 **
0.640
0.524
0.501
0.133 0.066 ** 0.211 0.199
0.268 0.190
0.756
0.666
0.684
2.321
2.429
2.423
0.099 0.061
0.069 0.172
0.145 0.156
0.776
0.723
0.732
0.133
2.275
2.328

주 : 1) 전체기간(1977. 1～2007. 12)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그리
고 1997년 경제위기 발생 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
차 함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기침체 효과를 통제하였음. 또한 시기1(1977.
1～1987. 6)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동안에 대해 추세( )
의 2차 함수 형태로 그 효과를 통제한 모형을 사용.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기1(1977. 1～1987. 6)에 0.419였으나 시기2(1988. 7～1997. 6)로 가면
0.571로 크게 증가하고, 경제위기를 거친 다음인 시기3(1999. 7～2007. 12)
에서는 0.523으로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기1에서 시기2로 가면서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이 상당 정도 높아졌다
는 사실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탄력성의 경우 시기1에서 시기2로 가
면서 크게 저하되었다는 분석결과(표 3-5 참조)를 함께 고려한다면, 1987
년 이후 고용안정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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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2(1988.7～1997.6)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생산변동에
따라 노동투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조정의 경직성을 근로시간 탄력
성 증대를 통해 상쇄하면서 전체 노동투입을 조정하는 대응방식을 취하
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이주호․모영규, 1996). 마찬가지의 논리로
시기2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다음인 시기3으로 가면서 초과근로시
간 탄력성이 다소 하락한 반면 고용탄력성이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표
3-5 참조)는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근로시간 조정
의 필요성이 그만큼 적어졌음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생산변동에 따른 전체 노동투입의 조정에서 고용
량과 근로시간 조정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대체관계를 활용하면서 대
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기간, 즉 경제위기 기간 동
안에 근로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이루어
진 고용탄력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기간(1997. 7～1999.
6)을 포함하는 시기(1997. 7～2007. 12)에 대해 경제위기를 통제한 모형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근로시간 탄력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8>에 제시된 추정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은 0.789로 경제위기를 통제한 모형
(0.593)의 경우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두 모형 사이에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용량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또한 비정상적으로 크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과근로시간 탄력성
은 누적 고용탄력성보다 크지만, 비교적 긴 사차에 걸쳐 조정되는 고용량
과는 달리 초과근로시간은 생산변동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조정
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은 1987
년 이후 증가하였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는 감소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초과근로시간 및 고용량의 탄력성에 대한 분석결
과를 함께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고용량과 근로시간 사이
에 존재하는 일정한 대체관계를 활용하면서 생산변동에 따른 전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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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의 조정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으로, 1997년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경제위기기간 동안 고용량만
이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또한 비정상적으로 매우 크게 이루어졌음을 시
사한다.
<표 3-8> 1997년 경제위기와 근로시간 탄력성(1997. 7～2007. 12)
종속변수 : 초과근로시간 변화
1997. 7～2007. 12
경제위기 통제
생산변동
OLS

계수

lag0

0.448

2

R

0.523

lag0

0.593

2

0.607

AR(1) R

1999. 7～2007. 12

경제위기 미통제

표준오차
0.205 **

계수
0.572

표준오차
0.202 ***

0.493
0.192 ***

0.789

경제위기 통제
계수
0.443

0.186 ***

0.523

2.084

lag0

0.604

2

0.611

0.566

0.716

2.055

2.011

2.145

AR(2) R

D-W

0.184 ***

0.692

D-W

2.020
0.797

0.206 **

0.591

0.566
0.188 ***

표준오차

2.236
0.187 ***

0.454

0.168 ***

종속변수 : 총 근로시간 변화
1997. 7～2007. 12
경제위기 통제
생산변동
OLS

계수

표준오차

경제위기 미통제
계수

0.484

R

0.453

lag0

0.221

2

0.664

0.661

0.684

D-W

2.444

2.429

2.423

lag0

0.139

2

0.713

0.707

0.732

2.334

2.311

2.328

D-W

0.213 **

경제위기 통제
계수

2

AR(2) R

0.498

표준오차

lag0

AR(1) R

0.223 **

1999. 7～2007. 12

0.453
0.170

0.137

0.275

0.225

0.484

표준오차
0.239 **

0.501
0.153 *

0.120 *

0.268

0.145

0.190

0.156

주 : 1) ‘경제위기 통제’는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차 함수 형태로 경제위기 효과를 통제한 모형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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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노동투입의 조정 비교
기업이 생산변동에 대응하여 고용량 조정을 시도할 경우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어서 고용변동성이 높다는 것이 일
반적인 인식이며, 실제 다수의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인식을 지지하는 증
거를 제시하고 있다(김건우․성백남, 1995; 성재환, 1993, 윤윤규, 2007).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1988. 7～2007. 12)의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해 제
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 및 근로시간 탄력성이 남성에 비해 과연 높
은지, 그리고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9>는 시기별로 남성과 여성의 고용탄력성이 어떠하며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전체시기(1977. 1～2007.
12)를 보면, 여성의 누적 고용탄력성은 0.353으로 남성(0.208)에 비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분석시기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고용탄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
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량 조정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시기1(1977. 1～1987. 6)에서 시기2(1988. 7～1997. 6)로 가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누적 고용탄력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987년을
전환점으로 고용량 변동 측면의 노동유연성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1987년 중반부터 시작된 정치․사회적 민주화 흐름의 강화, 노동조
합의 활성화 및 영향력 증대 등에 힘입어 남성 및 여성 근로자 모두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전시기와 이후시기, 즉 시기2(1988. 7～1997.
6)와 시기3(1999. 7～2007. 12) 사이에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탄력성 변화
양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시기와 이
후시기 사이에 고용탄력성의 크기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고용탄력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이후시기(1999. 7～2007. 12)로 가면서 남성과
여성간의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탄력성 격차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최소한 고용변동성의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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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겪은 다음 여성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 취약해졌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9> 시기별 고용탄력성의 성별 비교: 제조업, 6개월 시차 AR(1)
종속변수 : 고용량 변화
생산변동
1977. 1～2007. 12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시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남성
lag0

0.041 0.007 *** 0.039 0.013 ***

0.014 0.014

0.031 0.012 **

lag1

0.040 0.008 *** 0.062 0.018 ***

0.022 0.016

0.021 0.014

lag2

0.035 0.009 *** 0.056 0.018 ***

0.023 0.017

0.035 0.014 **

lag3

0.027 0.009 *** 0.047 0.018 **

0.028 0.016 *

0.027 0.014 **

lag4

0.024 0.009 *** 0.032 0.018 *

0.033 0.016 **

0.031 0.014 **

lag5

0.022 0.008 *** 0.026 0.016 *

0.024 0.015

0.011 0.013

lag6

0.019 0.006 *** 0.025 0.012 **

0.010 0.014

0.015 0.012

누적탄력성

0.208

0.286

0.153

0.170

R

0.599

0.662

0.656

0.458

D-W

2.115

2.166

2.198

1.983

2

여성
lag0

0.050 0.012 *** 0.038 0.018 **

0.042 0.024 *

0.023 0.023

lag1

0.063 0.014 *** 0.060 0.022 ***

0.020 0.024

0.066 0.024 ***

lag2

0.069 0.014 *** 0.084 0.022 ***

0.034 0.025

0.036 0.021 *

lag3

0.039 0.014 *** 0.061 0.022 *** -0.002 0.024

0.064 0.024 ***

lag4

0.041 0.014 *** 0.068 0.021 ***

0.011 0.024

0.084 0.024 ***

lag5

0.056 0.013 *** 0.070 0.020 ***

0.082 0.023 *** 0.075 0.024 ***

lag6

0.036 0.011 *** 0.047 0.017 ***

0.068 0.024 *** 0.050 0.023 **

누적탄력성

0.353

0.427

0.254

0.397

R

0.482

0.644

0.635

0.424

D-W

2.046

2.005

1.992

1.997

2

주 : 1) 전체기간(1977. 1～2007. 12)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그리
고 1997년 경제위기 발생 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
차 함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기침체 효과를 통제하였음. 또한 시기1(1977.
1～1987. 6)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동안에 대해 추세( )
의 2차 함수 형태로 그 효과를 통제한 모형을 사용.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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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위기 기간(1997. 7～2007. 12)에 대해 경제위기를 통제한 모
형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표 3-10 참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고용탄력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들 두 모형간의 고
용탄력성 차이를 경제위기 기간 동안의 고용탄력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
으로 본다면,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고용량
조정의 위험성에 보다 크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10> 1997년 경제위기와 성별 고용탄력성 비교 : 제조업, 6개월 시차 AR(1)
종속변수 : 고용량 변화
생산변동
시차

1997. 7～2007. 12
경제위기 통제시
계수

남성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누적탄력성
2
R
D-W
여성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누적탄력성
R2
D-W

표준오차

경제위기 미통제시
계수

표준오차

1999. 7～2007. 12
계수

표준오차

0.039
0.028
0.043
0.030
0.031
0.002
0.004

0.011 ***
0.012 **
0.012 ***
0.012 **
0.012 **
0.012
0.010
0.177
0.744
1.971

0.042
0.040
0.059
0.051
0.053
0.018
0.013

0.011 ***
0.014 ***
0.014 ***
0.013 ***
0.013 ***
0.013
0.011
0.277
0.685
2.081

0.031
0.021
0.035
0.027
0.031
0.011
0.015

0.012 **
0.014
0.014 **
0.014 **
0.014 **
0.013
0.012
0.170
0.458
1.983

0.030
0.071
0.055
0.073
0.068
0.038
0.032

0.020
0.021 ***
0.021 **
0.022 ***
0.022 ***
0.021 *
0.018 *
0.366
0.661
1.993

0.031
0.081
0.071
0.099
0.098
0.069
0.050

0.022
0.024 ***
0.024 ***
0.024 ***
0.023 ***
0.024 ***
0.021 **
0.500
0.582
2.081

0.023
0.066
0.036
0.064
0.084
0.075
0.050

0.023
0.024 ***
0.021 *
0.024 ***
0.024 ***
0.024 ***
0.023 **
0.397
0.424
1.997

주 : 1) ‘경제위기 통제’는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차 함수 형태로 경제위기 효과를 통제한 모형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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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11>은 경제위기 전후 시기에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전체시기(1977. 1～2007. 12)를 놓고 보면 남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기별로는 하나의 일관된 경향이 관찰
되지 않는다. 즉 시기1(1977. 1～1987. 6)과 시기3(1999. 7～2007. 12)에서
는 여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이 큰 반면, 시기2(1988. 7～1997. 6)에서
는 반대로 남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이 크게 나타난다.
시기에 따른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의 변화 양상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
에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은 시기1에서 시기
2로 가면서 크게 증가하였다가 경제위기를 겪은 다음인 시기3으로 가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은
남성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준다. 어떤 이유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러
한 정반대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 변화 패턴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향후 분석자
료 보완을 통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고용탄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적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직종이나 지위, 생산공정에 종사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변동이 발생하여도 고용과 근로시간의 대
체관계를 활용하면서 총 노동투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면, 상대적으
로 부차적․주변적 직종이나 지위, 생산공정에 고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여성의 경우 생산변동에 따른 기업의 전체 노동투입량 조정과정에서
일종의 완충요소(buffer)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경향을 일정 정도 반영하
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시기에 남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은 큰 폭으로 감
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여성은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 탄력성과 근로시간 탄력성이 함께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고용 및 근로시간 조정이라는 노동투입 조정의 양 측면
에서 모두 변동성과 불안정성에 노출된 정도가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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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에 불리
한 기업 고용관행의 개선,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숙련형성 단절
을 막고 고용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시기별 초과근로시간 탄력성의 성별 비교 : 제조업, 무시차 AR(1)
종속변수 : 초과근로시간 변화
1977. 1～2007. 12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생산변동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남성
lag0
0.835 0.103 *** 0.396 0.130 *** 1.521 0.260 *** 0.491 0.189 **
2
AR(1) R
0.642
0.858
0.672
0.684
D-W
2.190
2.172
2.271
2.170
여성
lag0
0.632 0.111 *** 0.446 0.157 *** 0.315 0.170 *
0.606 0.242 **
AR(1) R2
0.583
0.848
0.786
0.589
D-W
2.147
2.121
2.235
2.285
주 : 1) 전체기간(1977. 1～2007. 12)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그리
고 1997년 경제위기 발생 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
차 함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기침체 효과를 통제하였음. 또한 시기1(1977.
1～1987. 6)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동안에 대해 추세( )
의 2차 함수 형태로 그 효과를 통제한 모형을 사용.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3-12> 1997년 경제위기와 성별 근로시간 탄력성 비교 : 제조업, 무시차 AR(1)

생산변동
남성
lag0
AR(1) R2
D-W
여성
lag0
AR(1) R2
D-W

종속변수 : 초과근로시간 변화
1997. 7～2007. 12
1999. 7～2007. 12
경제위기 통제
경제위기 미통제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583

0.190 ***
0.613
2.052

0.792

0.183 ***
0.574
1.997

0.491

0.189 **
0.684
2.170

0.609

0.241 **
0.519
2.145

0.779

0.231 ***
0.482
2.087

0.606

0.242 **
0.589
2.285

주 : 1) ‘경제위기 통제’는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차 함수 형태로 경제위기 효과를 통제한 모형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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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7～2007)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고용, 근로시간)의 조정패턴
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우리 경제를
강타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계로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방식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에 시
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이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야기된 고용조정양식의 변화에 대한 본 연구
의 분석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난 30년간 월별 시계열자료를 활용하
여 생산변동의 시차를 도입한 시차분포모형에 대해 다양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량 조정 측면의 수량적 노동유연성
은 1987년 시작된 정치․사회적 변화,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영향력 증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1987년을 거치면서 이전시기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
나,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유연성이 보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
여준다. 1997년 하반기 우리 경제를 엄습한 심각한 경제위기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고용량 조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
니라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한 이후의 시기에도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지속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경
기침체 상황 역시 앞으로 고용량 조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사
전에 보완․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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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숙련형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및 사기 저하, 노사 갈등
의 표출, 사회안전망 구축비용 증대 등 고용량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고
용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생산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의 정도는 고용량 조정과는 반대
로 1987년을 거치면서 증가하였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노동시장이론에서 예측되는 바와 기본
적으로 부합한다. 시기별로 근로시간 및 고용의 탄력성이 서로 반대방향
으로 움직인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노동투입의 구성
요소인 고용량과 근로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대체관계를 활용하면
서 총 노동투입을 조정함으로써 생산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을 추구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향후 기업들이 외부적 생산변동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계좌제나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
용지위를 보장하면서도 조정비용이 적은 근로시간을 매개로 총 노동투입
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경제
위기 이전․이후시기에 관계없이 생산변동의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
각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반면 고용량은 비교적 긴 시차에 걸쳐 지
속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투입 조정
패턴은 기업들이 생산변동 충격에 직면하여 초기단계에는 주로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변동 충격이 지속되면 고
용량 조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노동경제이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변동 충격이 주어졌을 때, 단기적 시각에서 고용량 조정을 감행하기
보다는 생산변동 충격의 성격이나 지속성 등을 판단하고 근로시간과 고
용량간의 대체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총 노동투입을 조정하는 전
략을 통해 고용량 조정에 따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비용을 최소
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분석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든 분석 시기에 있어서 여
성의 고용탄력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변동성 측면에서 보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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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여성은 1997년
이후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용량 조정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그 영향을 훨
씬 크게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시기에서도 고용탄
력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고용탄력성 차이가 더욱 확대
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경제위
기를 거치면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더욱더 취약한 상태에 빠져들어 왔
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성
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
은 여성의 경우 고용 및 근로시간 조정이라는 노동투입 조정의 양 측면에
서 모두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더욱 커졌음을 시사
한다. 이와 관련, 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
에 불리한 기업고용관행의 개선, 교육․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숙련형성 단절을 막고 고용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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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제조업의 시기별 고용탄력성 변화(1977～2007) : 9개월 시차모형
생산변동
1977. 1～2007. 12
시차
계수 표준오차
AR(1)
lag0
0.043 0.008 ***
lag1
0.048 0.009 ***
lag2
0.047 0.010 ***
lag3
0.033 0.010 ***
lag4
0.034 0.010 ***
lag5
0.040 0.010 ***
lag6
0.035 0.010 ***
lag7
0.011 0.009
lag8
0.008 0.009
lag9
0.012 0.007 *
누적탄력성
0.378
2
0.519
R
D-W
1.212
OLS
lag0
0.058 0.008 ***
lag1
0.060 0.008 ***
lag2
0.054 0.008 ***
lag3
0.038 0.009 ***
lag4
0.040 0.009 ***
lag5
0.044 0.009 ***
lag6
0.039 0.009 ***
lag7
0.015 0.008 *
lag8
0.014 0.008 *
lag9
0.017 0.008 **
누적탄력성
0.312
2
0.600
R
D-W
2.102

종속변수 : 고용량 변화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027 0.014 *
0.051 0.018 ***
0.054 0.019 ***
0.048 0.019 **
0.045 0.019 **
0.056 0.019 ***
0.059 0.019 ***
0.032 0.019 *
0.016 0.017
0.020 0.013
0.407
0.705
2.138

0.022 0.016
0.029 0.017 *
0.025 0.018
0.019 0.018
0.027 0.018
0.053 0.017 ***
0.025 0.017
0.014 0.017
-0.013 0.016
0.013 0.014
0.213
0.665
2.038

0.025 0.012 **
0.030 0.012 **
0.033 0.012 ***
0.035 0.012 ***
0.044 0.012 ***
0.027 0.012 **
0.034 0.012 ***
0.023 0.012 *
0.041 0.012 ***
0.038 0.011 ***
0.331
0.589
1.96

0.041 0.015 ***
0.061 0.016 ***
0.059 0.016 ***
0.051 0.016 ***
0.046 0.016 ***
0.055 0.016 ***
0.056 0.016 ***
0.030 0.016 *
0.016 0.015
0.018 0.014
0.433
0.646
1.211

0.028 0.016 *
0.033 0.016 **
0.027 0.017
0.021 0.017
0.029 0.017 *
0.055 0.017 ***
0.025 0.017
0.014 0.017
-0.013 0.016
0.017 0.014
0.235
0.659
1.728

0.025 0.012 **
0.031 0.012 **
0.033 0.012 ***
0.035 0.012 ***
0.045 0.012 ***
0.027 0.011 **
0.034 0.011 ***
0.023 0.011 **
0.042 0.012 ***
0.039 0.011 ***
0.335
0.584
1.706

주 : 1) 전체기간(1977. 1～2007. 12)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그리
고 1997년 경제위기 발생 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
차 함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기침체 효과를 통제하였음. 또한 시기1(1977.
1～1987. 6)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동안에 대해 추세( )
의 2차 함수 형태로 그 효과를 통제한 모형을 사용.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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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제조업의 시기별 근로시간 탄력성 변화(1977～2007) : 3개월 시차
모형
종속변수 : 초과근로시간 변화
1977. 1～2007. 12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생산변동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lag0
0.587 0.097 *** 0.403 0.175 ** 0.477 0.180 *** 0.476 0.215 **
lag1
-0.060 0.100
-0.053 0.182
-0.201 0.186
0.069 0.222
lag2
0.058 0.099
0.194 0.185
0.215 0.181
0.011 0.220
OLS
lag3
-0.006 0.098
-0.097 0.177
-0.011 0.175
0.226 0.217
0.626
0.800
0.748
0.529
R2
D-W
2.848
3.180
2.946
2.860
lag0
0.676 0.089 *** 0.430 0.143 *** 0.670 0.160 *** 0.584 0.196 ***
lag1
-0.069 0.091
-0.075 0.148
-0.246 0.161
0.065 0.200
lag2
0.071 0.090
0.170 0.148
0.277 0.158 * -0.006 0.198
AR1
lag3
0.010 0.089
-0.064 0.144
-0.052 0.152
0.360 0.196
2
0.694
0.872
0.809
0.620
R
D-W
2.143
2.146
2.255
2.109
종속변수 : 총 근로시간 변화
1977. 1～2007. 12 1977. 1～1987. 6 1988. 7～1997. 6 1999. 7～2007. 12
생산변동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lag0
0.244 0.087 *** 0.172 0.088 * 0.209 0.251
0.472 0.231 **
lag1
-0.192 0.090 ** -0.134 0.093
-0.464 0.260 * -0.235 0.239
lag2
0.055 0.087
0.019 0.090
-0.104 0.252
-0.165 0.237
OLS
lag3
0.041 0.085
0.009 0.084
0.134 0.244
0.247 0.234
2
0.480
0.621
0.544
0.466
R
D-W
3.140
3.141
3.114
3.229
lag0
0.207 0.071 *** 0.145 0.072 ** 0.296 0.205
0.255 0.183
lag1
-0.172 0.074 ** -0.128 0.073 * -0.488 0.211 ** -0.113 0.197
lag2
0.049 0.071
0.011 0.069
-0.040 0.209
-0.200 0.195
AR1
lag3
0.064 0.069
0.033 0.068
0.060 0.199
0.332 0.183 *
0.653
0.746
0.690
0.678
R2
D-W
2.403
2.338
2.433
2.422
주 : 1) 전체기간(1977. 1～2007. 12)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그리
고 1997년 경제위기 발생 후 2년(1997. 7～1999. 6) 동안에 대해 추세( )의 2
차 함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기침체 효과를 통제하였음. 또한 시기1(1977.
1～1987. 6)의 경우, 1980년 경제불황 1년(1980. 1～12) 동안에 대해 추세( )
의 2차 함수 형태로 그 효과를 통제한 모형을 사용.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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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1] 시기별 시차에 따른 고용탄력성 추이: 제조업, 9개월시차 모형

주 : 시기2(1988. 7～1997. 6)의 시차 8에서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는 -0.01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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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위기와 노동공급의 동학

제1절 머리말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9년 하반기 들어서 다소 안정기미를 보이면서
경제 전체로는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경
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여건이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모
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현재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
초부터 우리 고용지표가 노동시장 긴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경기위축과 내수침체로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지만 정부
의 실업률 통계는 3%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이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공식실업자로 파악되지 않는 광범위한 잠재실업자군이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식실업자 외에 잠재실업자군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끌어들여 노동시장 동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확장된 노동력
상태를 정의하고 이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변동과 노동력상태 변동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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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변동과 확장실업자

1. 공식실업률의 한계
경제 및 고용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이다. 실
업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
력 상태를 의미하므로 가장 절박한 고용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만큼 정책결정자는 실업률 수준이나 변화추이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거나 고용정
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
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실업률 수준, 즉 실업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소측정되고 있을 가
능성이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식실업률은 3%대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우리 실업률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저수준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률은 낮은 취업인구비율(고용률)과 높은 비
경제활동인구비율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식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실업자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는, 실업률이 노동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동태
적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2009년 1～5월 기간 중 취업자는 월평균 16만
9,000명 감소하였는데 실업자는 11만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가 줄어든 만큼 실업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인구가 매우 많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식실업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다루기로 하고,19) 여기서는 완전실업으로 측정되고 적극적인
19) 현재 우리나라 공식실업률 측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황수경(2010)에서 상세
하게 다루고 있다.

74

경제위기와 고용

구직활동이 수반되어야 실업상태로 간주되는 공식실업률만으로는 일국
의 고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곤란하다
는 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2. 확장실업지표의 구성20)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과 실제 고용사정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이
유는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서 실업지표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
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충분히 편입되어 있지 못
하고 간헐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취업 ↔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21) 이 경우 불완전취업 ↔ 잠재실업간 이동일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청년이나 고령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
업 상태에 있는 것, 달리 표현하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고(공무원 및 대기업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를 생각
해 보라!) 실업급여와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실업
상태에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비경제활동 상태나 부분취업 상태에 머물면
서 보다 좋은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식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긴박
성,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을 포착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공식실업자로 파악되지 않는 상당한 규모의 유사실업자군이 존재할 가능
성이 높고 따라서 다양한 보완지표를 이용하여 이들의 동향을 파악한다
면 충분히 유의미한 정책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은 보완지표의 개념과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공식
실업률의 측정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경계를
획정하는 일에서 출발하는데,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취업과 실업의 경계영역(A: 불완전취업), 그리고 실업과 비경제

20) 이 부분은 황수경(2009)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21) 이병희․정재호(2005)는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서 취업↔실업↔비경제활동 사이
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업↔비경제활동
간에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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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상태 구성(2008)
(단위 : 천 명)
취업자
(23,577)

불완전취업 실업자 잠재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A)
(769)
(B)
(15,251)

경제활동인구(24,347)
생산가능인구(39,597)

활동인구의 경계영역(B: 잠재실업)에 속하는 개인들은 공식실업자로 파
악되지 않지만 준실업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도 그 규모
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노동시장정책에서 매우 중
요한 과제가 된다.
우선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어 있는 잠재실업자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원하였지만 다양한 이유로 구직활동 요건 및 취업가능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해 실업자로 파악되지 못한 사람들을 판별해내야 한다.
우선 구직활동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한
비구직자를 실망실업자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OECD에서의 실망실업자
정의와 동일하다. 한편 취업가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취업희망자22)
이면서 근래 경제활동(취업 및 구직) 경험이 있었다면 이들은 언제라도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계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외 취업준비자 역시 별도의 범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지난주
취업준비를 주로 하였다면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응답과정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실망실업자
나 경계근로자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자는
특히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행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22) 조사자료에서 취업을 원하였다고 응답한 자 외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취업을
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
가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경활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희망 여부를
별도로 묻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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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잠재실업자는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의 합으로 측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자 속에 숨어 있는 불완전취업자는 추가취업을 희망하지
만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하고 있는 자, 즉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
로 파악한다. 이러한 정의는 OECD 불완전취업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
다. 그 가운데서도 실제 18시간 미만 일한 자는 노동력이 현저하게 과소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분실업자로 정의하여 광의의 실업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실업은 공식실업에 잠재실업과 부분실업을 포
함하여 파악되며 이를 ‘확장실업’으로 칭하고자 한다. 확장실업의 각 유형
과 통계적 정의는 <표 4-1>에 수록하였다. 지표 구성이 가능한 2003년부
터 최근까지의 확장실업자 유형별 규모는 <표 4-2>와 같다.
<표 4-1> 확장실업의 유형과 개념
유형

통계적 정의

◈ 실업자
(완전)실업자

취업을 희망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로
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공식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취업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
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구직활동 요건의 완화)

경계근로자

취업의사가 있고 지난 1년내 경제활동(취업 및 구직) 경험이 있
었던 자이면서 실망실업자가 아닌 자(취업가능 요건의 완화)

취업준비자

지난주 주로 취업을 준비했던 자로서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
자가 아닌 자

잠재실업자

실망실업자 + 경계근로자 + 취업준비자

◈ 취업자
불완전취업자
부분실업자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단시간근로를 하
고 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18시간 미만 일한 불완전취업자

◈ 확장실업자 및 실업률
확장실업자

실업자 + (비경활인구중) 잠재실업자 + (취업자중) 부분실업자

* 확장실업률 (실업자+잠재실업자+부분실업자) / (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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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확장실업의 유형별 규모(2003～09)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완전)실업자

818

860

887

827

783

769

923

실망실업자

252

300

328

290

270

286

393

경계근로자

59

70

71

81

70

64

89

취업준비자

318

355

426

488

502

547

537

잠재실업자

629

725

825

859

843

898

1019

불완전취업자

344

470

515

469

454

451

596

부분실업자

120

177

185

173

155

159

211

확장실업자

1,566

1,761

1,897

1,859

1,781

1,826

2,153

공식실업률

3.6

3.7

3.7

3.5

3.2

3.2

3.8

확장실업률

6.6

7.3

7.7

7.5

7.1

7.2

8.5

(1.86)

(1.99)

(2.07)

(2.17)

(2.20)

(2.29)

(2.24)

(배율)

2009. 1～8

주 : ( )안은 공식실업률 대비 비율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비경제활동인구에 숨겨져 있는 잠재실업자는 2003년 62만 9,000명에서
2008년 89만 8,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공식실업자수 대비 비율로는 0.77
에서 1.17로 증가한 것이다. 잠재실업자 규모는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2009년(1～8월 평균)에 101만 9,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
럼 잠재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특히 취업준비자가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08년 기간 중 취업준비자는 약 23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데, 2009년 들어서 그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불완전취업자는 분석기간 중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2009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불완전취업자 중에서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부분실업자)도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완전취업자
중 부분실업자 비중은 약 35%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실업자와 부분실업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2009년 1～8월 평
균 8.5%로 공식실업률 3.8%의 2.24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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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배율은 2003년 1.86에서 2008년 2.29로 증가하였다.

3. 확장실업자와 노동시장 변동성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과 같은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변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2]는 경기변동과 취업자, 공식실업자 및 확장실업자의 증감 추
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자 변동폭은 취업자 변동폭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지만, 확장실업자 변동으로 보면 그 차이가 대
폭 줄어든다. 이는 경기가 악화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면 실직자의 일부만
이 공식실업으로 포착되고 다른 일부는 잠재실업 및 부분실업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잠복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로 실업급여와 같
은 제도적인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어 경기변동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개
[그림 4-2] 확장실업으로 살펴본 경기변동과 고용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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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취업자증감

실업자증감

확장실업자증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순환일

주 : 1) 2005년 4월까지의 경기순환일은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가 발표한 공식기준
순환일이고 이후는 필자가 가정한 것임.
2) 고용변동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으로 측정됨.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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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취업 혹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확장실업지표를 보다 세분화해서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 유형별로 경
기변동성을 살펴보자.
우선 [그림 4-3]은 불완전취업자 및 불완전취업자 중 부분실업자의 증
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불완전취업자는 실업자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진폭도 크게 나타난다. 불완전취업의 정
의상 평상시에는 정상취업자라 하더라도 경기불황시 일거리가 줄어 원하
지 않게 근로시간이 짧아진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불완전
취업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분실업자, 즉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
업자에 한정해도 경기변동 요인에 의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 동향이 경기변동으로 잘 설명되지 않았던 2004∼07년
기간 중에도 불완전취업자의 동향은 경기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도
유의할 대목이다.

[그림 4-3] 불완전취업자의 경기변동성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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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식실업자

주․자료 : 앞의 그림과 동일.

불완전취업자

부분실업자

동행지수순환변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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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불완전취업자 변동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남성
은 여성에 비해 불완전취업자의 경기변동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취업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노동시장에 남아 일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불황시 불완전취업 형
태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4] 성별 불완전취업자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남성>

<여성>

주․자료 : 앞의 그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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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는 잠재실업의 유형별로 경기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
적인 것은 공식실업자,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증감은 경기와 대체로 역
행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취업준비자는 경기순행적 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경기가 좋아지면 향후
취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취업대기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증
가할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앞으로 취업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업준비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는 취업준비자가 실업자,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결착도가 적은
그룹이라면 취업준비자의 변동은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즉 줄어드는 취업준비자의 상당
수가 비경활인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구직자인 취업준
비자가 현재 구직자에 비해 취업의지에서 차이가 없다면 취업준비자의 감
소는 불완전취업자 혹은 취업자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그림 4-5] 잠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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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00

100

0
2009.07

2009.01

2008.07

2008.01

2007.07

2007.01

2006.07

2006.01

2005.07

2005.01

2004.07

2004.01
-100

-200

92
공식실업
공식실업

주․자료 : 앞의 그림과 동일.

실망실업
실망실업

경
계근로
경계근로

취업준비
취업준비

경기변동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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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취업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자가 잠재실업
자와 보다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지, 아니면 불완전취업자와 더 유사한 행
태를 보이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동태분석과 같은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6]은 성별 잠재실업자의 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잠재실업자 역
시 불완전취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가 경기에 훨씬 민감하
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 기간 중에 남성 실망실업자와 취
업준비자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위기의 감도가 그만큼 컸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6] 성별 잠재실업자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남성>

<여성>

주․자료 : 앞의 그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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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준비자의 경기변동성에서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와 반대 방향으로 등락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시차는 있지만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
다. 이는 남성 취업준비자와 여성 취업준비자의 노동시장 행태가 상이하
다는 것을 의미하여 성별로 취업준비자 특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제3절 확장실업자의 특성과 고용변동

앞에서 우리는 공식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실업자 특
성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력층에 대해 다양한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해 범
주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양상을 살
펴보면서 노동시장 행태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확장실업자군이 어떤 인적 특성을 갖는지, 노동시장
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이번 경제
위기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노동시장 행태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1. 인적 특성과 고용 변동
우선 확장실업자의 인적 특성에 주목해 보자.
<표 4-3>은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한 노동력상태별 여성비중과 그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순수비경활인구(67.8%)와 경계근로
자(54.6%)에 특히 많이 몰려 있으며 공식실업자(34.0%)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낮다. 그러나 확장실업(39.7%)으로 파악하면 여성비중이 6%포
인트나 상승하여 공식실업으로 나타나지 않는 취업애로층에서 여성이 상
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준다.
여성비중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 (완전)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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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여성비중과 변화 추이
(단위 : %, %p)
2006
완전취업자

2007

2008

20091)

42.0 ( 0.3)

42.1 ( 0.1)

42.0 (-0.1)

41.8 (-0.3)

37.1 (-1.3)

34.4 (-2.6)

35.3 ( 0.8)

35.8 ( 0.5)

불완전취업

32.5 (-4.2)

29.8 (-2.7)

32.3 ( 2.5)

34.9 ( 2.6)

부분실업

45.0 ( 3.5)

43.4 (-1.6)

40.7 (-2.6)

37.6 (-3.2)

공식실업자

35.5 (-2.1)

34.0 (-1.6)

34.4 ( 0.4)

34.0 (-0.6)

잠재실업자

44.9 (-2.5)

43.9 (-1.0)

44.5 ( 0.6)

45.2 ( 0.7)

실망실업

44.3 (-4.6)

43.0 (-1.3)

43.8 ( 0.8)

42.0 (-2.1)

경계근로

52.9 ( 1.1)

55.0 ( 2.1)

54.4 (-0.6)

54.6 ( 0.5)

취업준비

43.9 (-1.6)

42.8 (-1.1)

43.8 ( 0.9)

45.9 ( 2.3)

순수비경활

68.3 (-0.4)

68.2 (-0.1)

67.8 (-0.4)

67.8 ( 0.0)

확장실업자

40.7 (-1.5)

39.5 (-1.3)

39.9 ( 0.5)

39.7 (-0.3)

불완전취업자
2)

주 : 1) 2009년 1～11월 집계이며,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2) 불완전취업은 부분실업자를 제외한 불완전취업자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공식)실업자, (순수)비경활자 등 통상의 세 범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
중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앞 절의
[그림 4-1]에서 회색영역에 속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완전취업자, 공식실업자, 순수비경활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로 서술하기로 한다.
<표 4-4>는 2009년 1～11월 평균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노동력상태 구
성을 보여주고 있다.23) 15～29세 연령층에서는 재학자가 많아 순수비경
활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실업자와 잠재실업자도 다른 연령층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잠재실업자는 주로 취업준비자 형태로 존재하고 있
으며 그 규모는 실업자 규모보다 크다. 30대 연령층에서도 잠재실업자 중
취업준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불완전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생계를 떠맡아야
23) 이하의 모든 분석에서는 각 연도 1～11월 평균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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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연령대별 노동력상태 구성(2009)

(단위 : %)

15～29

30～39

40～49

50～59

60+

40.0

70.1

75.6

67.9

36.1

불완전취업자

0.5

1.2

2.1

2.5

1.1

불완전취업

0.3

0.8

1.4

1.6

0.6

부분실업

0.2

0.4

0.7

0.9

0.4

공식실업자

3.6

2.7

2.0

1.8

0.6

잠재실업자

5.1

2.5

1.5

1.5

1.1

실망실업

0.9

0.9

0.9

1.2

1.0

경계근로

0.3

0.3

0.2

0.2

0.1

취업준비

4.0

1.3

0.3

0.2

0.0

순수비경활

50.8

23.6

18.9

26.2

61.2

확장실업자

8.9

5.6

4.1

4.2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완전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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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9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하는 연령대에서 불완전취업이라도 취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
문이다. 즉 확장실업자군에서 젊은층은 잠재실업으로, 중장년층은 불완전
취업의 형태로 분화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4-5>는 연령대별로 최근의 각 노동력상태별 인구변동을 보여준
다. 2008～09년 사이에 40대까지는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반대로 50대 이
상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 2007～08년의 변동치(1～11월 평균 기
준)와 비교하면 50대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고령화에 의한 전반적인 추세
로 파악되며 오히려 이 연령층 인구 증가에 비하면 취업자수 증가폭이 현
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희망근
로와 같은 정부일자리지원사업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표 4-6 참조), 2008～09년 사이 특히 청
년층과 여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자가 줄어든 결과 실업자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불완전취업, 잠재
실업, 비경활인구 등으로 분산 이동했음을 보여주며 그 규모도 실업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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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령대별 노동력상태 변동(2008～09)

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
부분실업
공식실업자
잠재실업자
실망실업
경계근로
취업준비
순수비경활
확장실업자
전체

(단위 : 천 명)

15～29
30～39
40～49
50～59
60+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08 ～09 ～08 ～09 ～08 ～09 ～08 ～09 ～08 ～09
-113 -156
-5 -193
73 -49 206 155
15
57
-3
18 -13
17
-7
30
3
39
2
7
0
11
-6
11
-3
21
-6
26
0
3
-2
6
-6
5
-4
9
9
13
2
4
-14
36
-5
27
7
22
-2
29
-5
13
36
-1
22
35
2
22
-4
42
-5
14
7
21
4
25
2
14
-2
31
0
11
-3
7
4
7
-1
3
-4
8
-4
2
32 -29
14
3
2
5
2
3
-1
1
60
64 -32
54
-3
26
13
35 196 153
20
41
10
67
5
53
2
83
-7
30
-33 -39 -33 -60
71
51 216 298 204 243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표 4-6> 성별․연령별 노동력상태 변동(2008～09)

(단위 : 천 명)

남성
여성
15～29 30～39 40～49 50～59 60+ 15～29 30～39 40～49 50～59 60+
완전취업자
-71 -80 -27
89
44 -85 -112 -22
66
13
불완전취업자
11
14
15
24
3
6
3
15
14
3
불완전취업
6
7
9
16
2
5
5
12
10
1
부분실업
5
7
6
8
2
1
-2
3
4
2
공식실업자
25
19
16
20
8
10
9
6
9
5
잠재실업자
-9
21
11
27
5
8
14
11
15
9
실망실업
8
22
9
21
4
13
3
6
10
6
경계근로
2
3
3
4
0
4
5
0
4
3
취업준비
-20
-4
-1
1
1
-9
6
5
2
0
순수비경활
41
10
14
-9
52
23
44
12
44 101
확장실업자
22
47
33
55
14
20
20
20
29
16
전체
-2 -17
29 151 112 -37 -43
21 148 131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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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폭보다 크다. 이는 취약계층에서 실직자가 공식실업자보다는 잠재적
실업자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007～08년 기간 중에는 불완전취업은 줄고 잠재실업은 늘어나는 양상
을 보였는데 최근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전 연령층에서 불완전취업과
잠재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유일한 예외가 15～29세인데, 이 연령층에
서는 취업준비자가 크게 줄어 잠재실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취업준비자의 증감 추이는 성별로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 취업준비자는 2008～09년 기간 중 2만 3,000명 감소하였으나 여성에
서는 오히려 4,000명이 증가하였다. 앞 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
과 여성 취업준비자의 경기변동성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은
20대의 젊은 연령층의 취업준비자에서 감소가 두드러졌고 여성은 30～40
대 기혼연령대에서 취업준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별로
취업준비자의 구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7>은 취업준비자의 인적 특성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표 4-7> 취업준비자의 성별 인적특성 차이
(단위 : %)
2007
남

학력

연령

2009
여

남

여

초졸 이하

0.1

0.2

0.4

0.4

중졸

1.8

1.0

1.6

2.2

고졸

37.1

28.1

37.8

36.8

초대졸

14.2

22.1

16.1

18.2

대졸

45.0

46.7

41.3

39.2

대학원졸

1.8

2.1

2.8

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5～29

71.3

84.8

71.2

75.6

30～39

21.1

11.8

21.6

16.5

7.6

3.3

7.2

7.9

100.0

100.0

100.0

100.0

40세 이상
전체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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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최근 들어 고졸 학력자 및 30대 이상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취업준비자는 주로 젊은층으로 구성된 비교적
동질적인 그룹이라 한다면, 여성 취업준비자는 경력단절을 거치고 재취
업을 희망하는 자가 또 다른 일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청년층과는
다른 노동시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8>은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학력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준
비자를 제외하면, 취업자와 실업자에서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불완전취
업자와 잠재실업자에서는 저학력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저학력자는 취업과 실업이라는 공식영역에 포함되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취업준비자에서 고학력자가 많이 분
포되어 있는 것은 취업준비자가 주로 청년층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력별 노동력상태 변동 실태를 보면(표 4-9 참조), 저학력 취업
자수가 크게 줄었는데, 이는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구성 변화를 감안하더
라도 큰 폭의 감소이다. 이는 경제위기 기간 중 저학력 일자리가 집중적으
<표 4-8>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학력 분포(2009)
초졸
이하

(단위 : %)

중졸

고졸

초대
졸

대졸

대학
원졸

계

완전취업자

11.5

9.7

40.2

12.1

22.8

3.7

100.0

불완전취업자

17.4

18.5

46.1

6.0

10.7

1.3

100.0

불완전취업

16.9

19.1

48.4

5.6

9.4

0.6

100.0

부분실업

18.3

17.4

41.8

6.6

13.3

2.5

100.0

공식실업자

6.0

8.5

49.3

14.3

20.6

1.4

100.0

잠재실업자

7.7

6.8

41.1

13.8

28.5

2.0

100.0

실망실업

16.6

13.0

44.1

10.0

15.4

1.0

100.0

경계근로

13.9

9.7

49.9

11.1

14.5

0.9

100.0

취업준비

0.4

1.9

37.4

17.1

40.3

3.0

100.0

순수비경활

25.2

23.3

35.8

4.7

10.1

0.9

100.0

확장실업자

8.0

8.5

44.6

13.4

23.8

1.8

100.0

16.4

14.7

38.9

9.4

18.1

2.5

100.0

전체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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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학력별 노동력상태 변동(2008～09)

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
부분실업
공식실업자
잠재실업자
실망실업
경계근로
취업준비
순수비경활
확장실업자
전체

중졸 이하
2007 2008
～08 ～09
-186 -210
-6
17
-6
9
0
8
-3
12
-6
35
0
23
-4
6
-2
6
57
44
-8
54
-143 -103

고졸
2007 2008
～08 ～09
-120 -243
-5
65
-8
49
3
16
-8
60
26
79
2
56
0
16
25
8
6
110
21
156
-101
71

89

(단위 : 천 명)
초대졸
2007 2008
～08 ～09
148
73
-5
13
-1
8
-4
5
-18
21
31
-7
7
10
-1
4
24
-22
50
62
9
19
205
162

대졸 이상
2007 2008
～08
～09
335
194
-2
15
0
7
-1
8
9
33
0
4
1
13
-3
1
2
-10
120
117
8
45
463
363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
자와 잠재실업자가 늘었는데, 중졸 이하 저학력자는 실업보다는 잠재실
업, 특히 실망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실
업으로의 이동이 보다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졸자는 실업으
로 이동한 경우와 잠재실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2. 일자리 특성과 고용변동
다음으로 개인의 노동력상태가 일자리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자. 취업자 및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일자리의 특성으로,
현재 미취업자인 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활자 등에 대해서는 1년내 이
직한 자에 한해서 직전 일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표 4-10>은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산업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불완
전취업자는 특히 건설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도소매업과 운수업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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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다. 생산자서비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분야는 대체로 완전취업자
비중이 높은데, 유일하게 교육업에는 불완전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나며 그 중에서도 특히 18시간 미만의 부분실업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
난다.
<표 4-10> 확장실업자의 산업 특성(2009)
(단위 : %)
현재 일자리
완전
취업
자

1년내 이직 일자리

불완전취업
불완
전취
업자

부분
실업
자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순수
비경
활

농림어업

7.3

3.9

3.1

0.8

3.9

4.5

0.6

13.5

광업

0.1

0.0

0.0

0.1

0.1

0.4

0.2

0.1

제조업

16.4

12.7

15.4

19.1

13.7

12.2

10.6

10.7

전기,가스,수도

0.4

0.0

0.0

0.1

0.0

0.0

0.2

0.1

하수폐기물처리

0.3

0.2

0.2

0.2

0.0

0.0

0.4

0.1

건설업

6.8

32.5

27.4

17.2

25.9

15.0

4.9

6.8

도소매업

15.4

10.2

8.4

15.6

12.6

15.1

18.9

16.5

운수업

5.2

10.1

9.1

4.3

3.2

3.5

2.1

1.8

숙박, 음식점업

8.3

8.1

6.4

10.6

10.5

19.4

11.3

16.1

출판, 영상, 방송

2.8

0.6

0.8

3.2

1.7

1.7

3.4

1.4

금융보험업

3.3

0.5

0.3

2.2

0.9

1.1

2.9

1.6

부동산임대업

2.1

1.0

1.0

1.9

2.1

1.4

1.3

2.0

전문,과학기술

3.6

1.4

1.9

2.9

1.6

2.4

5.0

1.6

사업지원

4.0

3.6

3.9

6.4

6.4

5.0

6.1

3.9

공공행정

4.5

0.6

1.3

1.8

4.4

3.0

2.6

3.5

교육

7.8

5.5

10.4

4.6

3.2

5.6

15.4

7.4

보건, 사회복지

4.3

1.3

1.5

2.8

1.8

2.2

5.1

3.5

문화, 여가

1.7

1.4

1.5

2.7

3.2

1.6

4.1

3.2

수리, 기타 개인

5.8

6.4

7.5

3.5

4.8

5.8

5.0

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주 : 2009년 1～11월 평균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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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실업자의 직전 일자리 구성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순으로 나타나지만, 실망실업자의 직전 일자리는 건설업이 압도
적이다. 경기 악화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구직을 포
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근로자에서는 음식숙박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결착
도가 낮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취업준비자의 직전 일자리는 도소매업과 교육업이 가장 높게 나타
난다. 이들 업종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다는 특성을 갖는데, 청년층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
하는 경우가 많음을 말해준다.
2008～09년 기간 중 완전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개인서비
스업이고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도 취업자가 10만 명 이
상씩 줄어들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업에서는 완전취업자가 38만 명이 늘었
<표 4-11> 확장실업자의 산업별 노동력상태 변동(2008～09)
(단위 : 천 명)
농림
광공업 SOC
어업
완전취업자
현
재 불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
일
자
부분실업
리
소계

직
전
일
자
리

서비스업
유통 생산자 사회

개인

전체

-28

-156

-108

-44

13

382

-246

-186

2

19

25

26

2

15

20

109

1

11

16

17

1

8

18

72

1

9

9

10

1

7

1

37

-26

-136

-82

-18

15

397

-226

-77

공식실업자

1

24

30

28

16

12

-2

109

잠재실업자

4

9

23

15

11

5

20

86

실망실업

3

9

17

13

2

5

12

61

경계근로

1

2

6

7

5

4

6

30

취업준비

0

-2

0

-5

4

-4

2

-5

순수비경활

15

-11

6

39

5

39

-8

84

19

21

60

82

31

56

10

279

소계

주 : 서비스업의 구분은 Singelman(1978)에 따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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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완전취업자는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SOC 분야에서 많이 증
가했는데, 이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의 고용변동을 반영하
고 있다. 취업준비자 이외의 잠재실업자의 이전 직장도 이들 분야에 집중
되어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위축이 가장 심했던 분야이면서도
제도적 미비로 고용 리스크가 개인에게 상당 부분 떠넘겨진 셈이다.
<표 4-12>는 확장실업자의 직업 특성을 보여준다. 직업별로 불완전취
업자가 특히 많은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기능직이며 기계조립·조작직에서
도 불완전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완전취업자가 가장 많은 전문직에서 불완전취업자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경기위축으로 충분한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그러
나 사무직의 경우는 불완전취업자 비중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표 4-12> 확장실업자의 직업 특성(2009)
(단위 : %)
현재 일자리

1년내 이직 일자리

잠재실업
불완전취업
완전취
공식실
순수비
업자 불완전 부분실 업자 실망실 경계근 취업준 경활
업자 로자 비자
취업자 업자
관리자

2.3

0.4

1.1

1.1

1.2

1.3

0.8

1.0

전문직

19.0

9.2

16.4

13.4

6.6

10.2

24.7

11.1

사무직

15.6

1.6

1.9

15.0

6.8

8.3

26.5

10.4

서비스직

10.8

8.4

7.8

12.0

11.7

18.2

13.5

17.6

판매직

12.8

7.3

5.2

11.5

8.8

11.8

12.0

13.5

농림어업직

6.7

2.1

1.7

0.3

1.9

1.5

0.3

10.4

기능직

8.9

25.8

24.2

13.4

18.3

8.7

4.3

5.1

기계조립조작

10.9

13.5

14.6

11.4

8.0

7.9

5.6

4.0

단순노무직

13.0

31.7

27.0

21.9

36.6

32.3

12.1

2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주 : 서비스업의 구분은 Singelman(1978)에 따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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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자를 제외한 잠재실업의 직전 일자리 구성에서도 단순노무직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직과 서비스직이 그 뒤를 잇
고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의 경우에는 전문직과 사무직 비중이 절대적
으로 높다.
<표 4-13>은 2008～09년 기간 중 직업별, 노동력상태별 인원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로 기능직과 서비스직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
소하였고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불완전취업
자는 전 직업에서 늘어났는데 기능직, 기계조립·조작직 등 전통적인 생산
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직전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실업자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그리고
생산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 서비스 및 판매직과 농림어업직에서
는 실업자수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나 잠재실업으로 보면 서비스직
과 단순노무직의 상당수가 실망실업자 혹은 경계근로자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직업에서 공식실업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3> 확장실업자의 직업별 노동력상태 변동(2008～09)

(단위 : 천 명)

관리전
서비스
농림어
기계조 단순노
사무직
판매직
기능직
문직
직
업직
립조작 무직
완전취업자
현
재 불완전취업자
일 불완전취업
자 부분실업
리
소계

직
전
일
자
리

계

33

94

-144

-32

-37

-176

-47

131

-186

14

4

17

6

2

24

25

19

109

6

2

13

4

2

15

14

16

72

7

1

3

1

0

9

11

2

37

39

98

-127

-26

-35

-152

-22

149

-77

공식실업자

18

23

6

0

1

20

17

24

109

잠재실업자

7

13

15

0

2

8

9

29

86

실망실업

3

3

7

7

1

10

8

21

61

경계근로

3

4

6

4

0

0

3

7

26

취업준비

1

6

2

-10

0

-2

-2

1

-1

순수비경활

11

30

-4

18

11

-4

5

15

84

43

67

17

18

13

23

31

67

279

소계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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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확장실업자의 기업규모별 노동력상태 변동(2008～09)
(단위 : 천 명)
1～4인 5～9인
완전취업자
현
재 불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
일
자
부분실업
리
소계

직
전
일
자
리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전체

-495

-38

104

95

30

117

-186

61

16

15

9

4

3

109

37

15

10

6

2

2

72

24

1

5

3

2

1

37

-434

-22

120

104

35

120

-77

공식실업자

13

17

31

31

8

9

109

잠재실업자

24

6

28

20

5

3

86

실망실업

22

8

18

12

3

-1

61

경계근로

9

7

5

3

2

1

26

취업준비

-6

-9

5

6

1

3

-1

순수비경활

56

10

-14

20

6

5

84

93

33

46

71

19

17

279

소계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표 4-14>는 확장실업자의 기업규모별 고용변동의 특징을 보여준다.
취업이 감소한 것은 전부가 1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고 10인 이상 기업에
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1～4인의 영세기업에서 취업 감소가
압도적이다. 이번 경제위기 기간 중 내수에 기반을 둔 자영업이나 영세소
기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준다. 불완전취업자도 1～4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도 직전 일자리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인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표 4-15>는 종사상지위별로 노동력상태 변동을 살펴본
것이다. 자영자와 일용직에서 대폭적인 취업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나며 동시에 불완전취업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공식실업자는 직전 일자리에서 상용직이었던 비중이 높지만, 실망
실업자의 경우는 다수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나 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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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확장실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노동력상태 변동(2008～09)
(단위 : 천 명)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완전취업자
현
재 불완전취업자
불완전취업
일
자
부분실업
리
소계

직
전
일
자
리

무급
가족

전체

356

-2

-182

-20

-280

-58

-186

11

27

27

6

35

4

109

6

19

20

3

20

4

72

4

7

7

3

15

0

37

367

25

-155

-14

-245

-54

-77

공식실업자

52

13

45

-1

0

1

109

잠재실업자

15

32

35

1

5

-1

86

실망실업

12

15

26

0

6

2

61

경계근로

6

8

13

1

-1

0

26

취업준비

-3

9

-5

0

0

-3

-1

순수비경활

28

34

-24

3

4

38

84

95

78

56

3

9

38

279

소계

주 : 각 연도 1～11월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정의 최우선 대상인 임시․일용직의 고용사정이 공식실업지표상에서 잘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한다.

제4절 노동력상태의 동태분석

제3절에서는 집계자료를 이용해 어떤 특성의 개인들이 이번 경제위기
기간 중에 최대 희생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상태에 어떤 변
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집계자료의 한계상 개개인의 노동
력상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총량으로서의 변화만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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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2월간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칭률
자료

매칭률

자료

매칭률

2008. 01～02

85.3%

2009. 01～02

90.4%

2008. 02～03

85.4%

2009. 02～03

87.1%

주 : 매칭률은 관측치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월호.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월
별로 매칭하여 노동력상태 변화를 개인 단위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
칭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구 및 개인정보가 대부분 이용되었
다.24) 이러한 매칭 결과 2월간 매칭률은 85～90% 수준이다(표 4-16 참
조). 매칭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칭률이 낮아지고 매칭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2월간 매칭자료만을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경제위기 이
전인 2008년 1～3월과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1～3월이다.25)
<표 4-17>과 <표 4-18>은 월별 자료의 매칭 전·후 확장된 노동력상
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26) 여기서는 경제위기 전·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 4-19>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유입률과 유출률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정리하고 있다.
우선 2008년과 2009년의 노동력상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자. 2008년
2～3월 기준으로 완전취업자 58.4%, 불완전취업자 1.1%, 공식실업자

24) 우선 개인의 성, 생년월일, 교육정도, 계열 정보를 결합해 개인 ID를 만들고 가구
별로 가구주와 배우자 혹은 배우자 없는 경우 연장자의 개인 ID, 그리고 지역정
보를 결합해 가구 ID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가구 ID와 개인 ID를 기준으
로 2개 인접한 월의 개인들을 매칭하였는데, 매칭 중복건에 대해서는 가구번호,
결혼상태, 졸업여부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해 보완하였다. 그러나 단신가구
에서는 중복건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매칭
방법에서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25) 경활조사의 월별 매칭을 위해서는 동일가구내 가구원 식별이 반드시 필요한데,
2009년 4월부터 통계청이 가구번호 및 가구원번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칭기간은 2009년 3월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이동에서는 계절성을 통제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동기 비교를 위해 1～3월의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26) 1～2월과 2～3월 각각의 매칭자료 결과는 부표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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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노동력상태별 유입률과 유출률(2008년 1～3월 평균)
(단위 : %)
t기
t-1기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
실업자

순수
비경활

계
(t-1기)

<유입률>
완전취업자

96.1

31.4

18.2

5.3

3.1

58.0

불완전취업

0.5

53.2

1.9

0.6

0.1

1.0

공식실업자

0.7

4.1

61.6

3.7

0.4

1.8

잠재실업자

0.3

3.5

5.4

82.2

0.3

2.4

순수비경활

2.4

7.9

12.9

8.2

96.2

3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유출률>
완전취업자

96.7

0.6

0.6

0.2

1.9

100.0

불완전취업

28.3

61.8

3.6

1.6

4.8

100.0

공식실업자

22.2

2.5

62.7

5.0

7.7

100.0

잠재실업자

7.1

1.6

4.2

83.2

4.0

100.0

순수비경활

3.9

0.2

0.6

0.5

94.7

100.0

계 (t기)

58.4

1.1

1.8

2.4

36.3

100.0

주 : 1) 1～2월과 2～3월 유입률과 유출률의 단순평균임.
2) 유입률은 t기 기준이고 유출률은 t-1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8%, 잠재실업자 2.4%, 순수비경활 36.3%의 구성비를 보인 반면, 2009년
2～3월 기준으로는 완전취업자 56.8%, 불완전취업자 1.6%, 공식실업자
2.3%, 잠재실업자 2.6%, 순수비경활 36.7%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분석기
간 중 완전취업자가 줄고 불완전취업자, 공식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활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t-1기, 즉 2008년
1～2월과 2009년 1～2월의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유출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완전취업자에서 이전 상태가 유지된 비율
은 96.7%에서 95.8%로 0.9%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여타 노동력상태로 빠
져나간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불완전취업으로의
유출률에서 증가폭(0.4%p)이 가장 크다. 경제위기 직후 취업시간 조정이
일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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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노동력상태별 유입률과 유출률(2009년 1～3월 평균)
(단위 : %)
t기
t-1기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
실업자

순수
비경활

계
(t-1기)

<유입률>
완전취업자

95.5

34.2

18.2

9.4

3.3

56.6

불완전취업

0.8

50.2

2.1

1.3

0.2

1.4

공식실업자

0.8

4.7

58.4

6.2

0.4

2.2

잠재실업자

0.4

4.1

7.6

73.8

0.4

2.5

순수비경활

2.5

6.8

13.8

9.3

95.7

3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완전취업자

95.8

1.0

0.8

0.4

2.1

100.0

불완전취업

31.8

57.8

3.6

2.4

4.4

100.0

공식실업자

20.8

3.3

61.6

7.2

7.2

100.0

잠재실업자

9.5

2.5

7.0

75.2

5.8

100.0

순수비경활

3.9

0.3

0.9

0.6

94.3

100.0

계 (t기)

56.8

1.6

2.3

2.6

36.7

100.0

계
<유출률>

주 : 1) 1～2월과 2～3월 유입률과 유출률의 단순평균임.
2) 유입률은 t기 기준이고 유출률은 t-1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불완전취업 역시 이전 상태가 유지된 비율은 줄고 완전취업자 및 잠재
실업자로의 유출률이 증가하였다. 여기서도 불완전취업과 완전취업간의
이동이 빈번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직을 한 경우 공식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전과 동일하나 경제위기 직후 잠재실업자가 되는 비율은
0.8%포인트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순수비경활로 빠져나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을 포
기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공식실업자에서는 취업상태로 이동한 경우는 크게 줄고(-1.4%p) 잠재
실업으로 빠져나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2.2%p). 불완전취업자로 이
동한 경우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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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노동력상태별 유입률과 유출률의 변화(2008～09년, 1～3월 기준)
(단위 : %p)
t기
t-1기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
실업자

순수
비경활

계
(t-1기)

<유입률>
완전취업자

-0.7

2.8

0.0

4.1

0.2

-1.4

불완전취업

0.3

-3.1

0.2

0.7

0.0

0.4

공식실업자

0.1

0.7

-3.2

2.5

0.1

0.4

잠재실업자

0.1

0.7

2.1

-8.3

0.1

0.1

순수비경활

0.1

-1.0

0.9

1.1

-0.4

0.5

-

-

-

-

-

-

계
<유출률>
완전취업자

-0.9

0.3

0.2

0.2

0.2

-

불완전취업

3.5

-4.1

0.0

0.8

-0.3

-

공식실업자

-1.4

0.8

-1.1

2.2

-0.5

-

잠재실업자

2.4

0.9

2.8

-8.0

1.8

-

순수비경활

0.0

0.1

0.2

0.1

-0.4

-

계 (t기)

-1.6

0.5

0.5

0.2

0.5

-

주 : 1) 1～2월과 2～3월 유입률과 유출률의 단순평균임.
2) 유입률은 t기 기준이고 유출률은 t-1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잠재실업자의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상태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
타난다. 잠재실업자에서 공식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에서 가장 큰 증가
(2.8%p)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나 순수비경활로 빠져나간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잠재실업자에는 실망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자가 포함
되는데 이들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향후 취업기회가 더 위축될 것이라
는 판단하에 현재 가능한 일자리에 우선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
이러한 취업준비자의 행태가 잠재실업자의 취업자 혹은 공식실업자로의
이동성을 크게 증가시켰을 것이다.
순수비경활자의 경우 취업자로 바로 이동한 비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공식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근소하게 늘었다.
유입률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스케일 차이는 있지만 2008년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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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변화 방향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공식실업자→완전취업자, 순수비
경활→불완전취업자, 공식실업자→순수비경활의 이동에서는 부호가 바뀌
고 있다. t-1기에 공식실업자에서 완전취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1.4%포
인트 감소했으나 t기에 완전취업자로 유입된 공식실업자 비율에서는 거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수비경활→불완전취업자로의
이동의 경우는 유출률에서는 큰 변동이 없지만 유입률에서는 -1.0%포인
트 감소하였다. 공식실업자→순수비경활의 이동에서는 반대로 유출률에
서는 -0.5%포인트 감소하고 유입률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차
이는 t-1기와 t기 사이에서 노동력상태 구성이 바뀌면서 규모효과가 작용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개인의 노동력상태 이동을 살펴본 결과, 2008년과 2009년 사이(1-3월
기준) 전반적으로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위기를 전후로 노동력상태 이동이 빈번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잠재실업자의 노동력상태 이동이 더 많이 빈번해진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제5절 소 결

이번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3%대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실업률이 낮지만 고용률도 매우 낮아 실업과 비
경활 사이에 잠재실업자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
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는 실직이 곧바로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도 어려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노동력상태를 취업-실업-비
경활의 3범주에서 (완전)취업-불완전취업-(공식)실업-잠재실업-(순수)비
경활의 5범주로 확장하였다. 불완전취업은 부분실업, 잠재실업은 실망실
업,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으로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지표를 이용하면 잠재실업자와 부분실업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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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8월 평균 8.5%로 공식실업률 3.8%의 2.24배가 되는데, 최근에
올수록 확장실업률 배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동학을 반영함에 있어 공식실업률의 대표성이 점점 더 취약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과 같은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하면 경
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변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통상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자 변동폭은 취업자 변동폭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시 실직자의 일부만이 공식
실업으로 포착되고 다른 일부는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의 형태로 노동
시장에 잠복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주로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
적인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개인들이 불완전취업 혹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생계를 떠맡아야 하는 남성 중장년층은 불완전
취업으로, 여성과 청년층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했던 ‘취업준비자’의 행태와 관련해
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다. 공식실업자,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를 제외
한 잠재실업자는 대체로 경기와 역행하는 동학을 보여주지만 취업준비자
는 경기순행적 변동을 보인다. 이는 경기가 좋아지면 향후 취업기회가 늘
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취업대기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지만, 반
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앞으로 취업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가능한 일자리에 우선 취업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 취업준비
자의 경우는 취업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실망실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
아 경기역행적 변동을 취한다. 이는 여성 취업준비자 중에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다
시 실망실업 혹은 비경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변화에 한정해 보면, 인적 특성으로는 여성
과 청년층 고용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일자리 특성으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5인 미만 영세소기업, 자영자와 일용
직 등에서 취업 감소가 현저하였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자와 잠재실업자가 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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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실직후 실업, 불완전취업,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양상에서는 근
로자계층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중졸 이하 저학력자는 실업보다는
잠재실업, 특히 실망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졸 이상 고학력
자는 실업으로의 이동이 보다 일반적이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는 공식실
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시․일용직의 다수는 실직후 실망실업
자로 이동하여 이들의 고용사정이 공식실업지표상에서 잘 반영되기 어려
운 구조에 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제도적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영자를 포함하여 5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이 경기변동 과정에서 받는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월별로 매칭하여 개인 단위에서
노동력상태 변화를 파악하였는데,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대체로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로 완전취업자가 줄고 불완전
취업자, 공식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활인구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실직후 공식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전과 동일하나 잠재실업자가 되는
비율은 경제위기 직후 0.8%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동일한
노동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져 경제위기를 전후로
노동력상태 이동이 훨씬 빈번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실업 이외에
준실업 상태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력상태 이동의
동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포착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실업률
에만 의존할 경우 노동시장 제도 내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
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
용보험과 같은 리스크분담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
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고,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특수고용,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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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에 대해서는 제도내 편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0년 7
월부터 자영자 및 5인 미만 소기업 자영업주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가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취업상황이 열악할수록 임의가입 가능
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고용인이 없는 영세자영자나 특수고용 근로자
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정부보조를 통해 가
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고용불안 요인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결국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
전적 지원이 오히려 사회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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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노동력상태별 유입률과 유출률(2008년 1～2월)
(단위 : 천 명, %)
t기
t-1기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
실업자

순수
비경활

완전취업자

18,691

92

117

46

423

19,369

불완전취업

74

193

9

5

18

299

공식실업자

106

13

384

31

55

590

잠재실업자

43

13

29

668

31

785

순수비경활

383

21

83

63

12,081

12,629

19,297

332

622

813

12,609

33,672

완전취업자

96.9

27.7

18.8

5.6

3.4

57.5

불완전취업

0.4

58.0

1.5

0.6

0.1

0.9

공식실업자

0.6

4.0

61.7

3.9

0.4

1.8

잠재실업자

0.2

4.1

4.6

82.2

0.2

2.3

순수비경활

2.0

6.2

13.3

7.7

95.8

3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완전취업자

96.5

0.5

0.6

0.2

2.2

100.0

불완전취업

24.7

64.4

3.2

1.7

6.0

100.0

공식실업자

18.0

2.3

65.0

5.3

9.4

100.0

잠재실업자

5.5

1.7

3.7

85.1

4.0

100.0

순수비경활

3.0

0.2

0.7

0.5

95.7

100.0

57.3

1.0

1.8

2.4

37.4

100.0

계

계

<유입률>

계
<유출률>

계

주 : 1) 모수 추정에는 매칭후 후월(t기) 가중치가 사용됨.
2) 유입률은 t기 기준이고 유출률은 t-1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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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노동력상태별 유입률과 유출률(2008년 2～3월)
(단위 : 천 명, %)
t-1기

t기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
실업자

순수
비경활

완전취업자

19,111

147

109

41

329

19,738

불완전취업

109

203

14

5

12

344

공식실업자

166

17

381

29

37

631

잠재실업자

72

12

39

670

33

825

순수비경활

574

40

77

71

11,417

12,178

20,032

420

618

816

11,828

33,716

완전취업자

95.4

35.0

17.6

5.1

2.8

58.5

불완전취업

0.5

48.5

2.2

0.6

0.1

1.0

공식실업자

0.8

4.2

61.6

3.5

0.3

1.9

잠재실업자

0.4

2.9

6.2

82.1

0.3

2.4

순수비경활

2.9

9.5

12.4

8.7

96.5

3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완전취업자

96.8

0.7

0.6

0.2

1.7

100.0

불완전취업

31.8

59.2

3.9

1.5

3.5

100.0

공식실업자

26.4

2.8

60.3

4.6

5.9

100.0

잠재실업자

8.7

1.5

4.7

81.2

3.9

100.0

순수비경활

4.7

0.3

0.6

0.6

93.8

100.0

59.4

1.2

1.8

2.4

35.1

100.0

계

계

<유입률>

계
<유출률>

계

주 : 1) 모수 추정에는 매칭후 후월(t기) 가중치가 사용됨.
2) 유입률은 t기 기준이고 유출률은 t-1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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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노동력상태별 유입률과 유출률(2009년 1～2월)
(단위 : 천 명, %)
t-1기

t기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
실업자

순수
비경활

완전취업자

19,475

161

134

69

402

20,241

불완전취업

126

282

19

8

20

454

공식실업자

155

26

480

43

63

767

잠재실업자

77

27

53

702

50

908

순수비경활

465

21

132

92

13,140

13,851

20,297

517

818

914

13,674

36,221

완전취업자

95.9

31.1

16.3

7.5

2.9

55.9

불완전취업

0.6

54.6

2.3

0.8

0.1

1.3

공식실업자

0.8

5.0

58.7

4.8

0.5

2.1

잠재실업자

0.4

5.2

6.5

76.8

0.4

2.5

순수비경활

2.3

4.1

16.2

10.1

96.1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완전취업자

96.2

0.8

0.7

0.3

2.0

100.0

불완전취업

27.7

62.2

4.1

1.7

4.3

100.0

공식실업자

20.2

3.4

62.6

5.7

8.2

100.0

잠재실업자

8.4

3.0

5.9

77.3

5.5

100.0

순수비경활

3.4

0.2

1.0

0.7

94.9

100.0

56.0

1.4

2.3

2.5

37.8

100.0

계

계

<유입률>

계
<유출률>

계

주 : 1) 모수 추정에는 매칭후 후월(t기) 가중치가 사용됨.
2) 유입률은 t기 기준이고 유출률은 t-1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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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4> 노동력상태별 유입률과 유출률(2009년 2～3월)
(단위 : 천 명, %)
t-1기

t기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
실업자

순수
비경활

완전취업자

19,475

161

134

69

402

20,241

불완전취업

126

282

19

8

20

454

공식실업자

155

26

480

43

63

767

잠재실업자

77

27

53

702

50

908

순수비경활

465

21

132

92

13,140

13,851

20,297

517

818

914

13,674

36,221

완전취업자

95.0

37.2

20.1

11.3

3.6

57.3

불완전취업

0.9

45.8

1.8

1.8

0.2

1.5

공식실업자

0.9

4.5

58.1

7.6

0.4

2.3

잠재실업자

0.5

3.0

8.7

70.9

0.4

2.6

순수비경활

2.8

9.5

11.3

8.5

95.4

3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완전취업자

95.3

1.1

0.8

0.5

2.2

100.0

불완전취업

35.9

53.3

3.0

3.2

4.6

100.0

공식실업자

21.3

3.3

60.5

8.7

6.2

100.0

잠재실업자

10.5

2.0

8.2

73.2

6.1

100.0

순수비경활

4.4

0.4

0.8

0.6

93.8

100.0

57.5

1.7

2.4

2.6

35.7

100.0

계

계

<유입률>

계
<유출률>

계

주 : 1) 모수 추정에는 매칭후 후월(t기) 가중치가 사용됨.
2) 유입률은 t기 기준이고 유출률은 t-1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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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 제기27)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우리나
라에도 경제와 경영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기업들의 긴축 경영
이 전개되는 가운데, 인사노무 전략과 관련하여 일자리나누기가 필요하
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 정부가 2009년 1월 29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
자리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2월 23일에는 노사민정이 일
자리나누기를 중심으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사회적 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반면 일자리나누기는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여 오히려 위
기 극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논의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논리는 결국 고용조정 중심으로 인사노무 전략을 취했어야 한
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는 공기업들이 30% 정
도의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고용조정 중심
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가능하게 했
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역으로 고용조정 중심의 위기 극복 전략은 종업

27) 본고는 조성재(2009b)를 비롯하여 필자의 경영학통합학술대회(8/19) 발표문, 지역
노사민정 순회토론회(서울, 대구, 경남) 발표문 등등을 토대로 수정․보완․가필
되었으며, 특히 제4절의 내용은 대폭 보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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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간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제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기본 전략이 변
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거시
경제적 논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의 인사노무
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정부 정책과 사회경제적 담론의 영향
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인가, 일자리나누기인가를 결정하
는 주체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떤 전략을 취하더라도 결국 노
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그리고 노사관계 지형이 중요하다
는 점에서 노사 전략이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
다. 특히 일자리나누기가 임금조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불황기 노동
조합의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과 개념이 중첩되기 때문에 일자
리나누기에 대한 분석은 곧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긴 시간의 지평과 구조 속에서는 노와 사의 유연성 수단들에
대한 선호도와 전략적 선택이 불황기 노사의 행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연성 수단들을 중심으로 한 노사의 선택과 대응 양태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2009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2절
에서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유형과 쟁점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 거시적,
미시적 기초분석을 전개한 후, 제4절에서 일자리나누기의 결정요인을 로
짓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분석의 함의를 도출해 보고
자 한다.

제2절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유형과 쟁점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는 좁은 의미로 보면 기업경영이 수요 부
진으로 위기를 맞이할 때 고용을 조정하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
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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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며, 이 줄어든 임금을 노사정이 분담하기도 한다. 한편 시중에서 통
용되는 “job sharing”이란 용어는 직무분할로 번역되는데, 가령 1일 8시
간의 풀타임 일자리를 4시간씩 2개의 일자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넓
은 의미의 일자리나누기는 좁은 의미의 일자리나누기로부터 파생된 교대
제 개편, 휴업, 휴직, 교육휴가, 그리고 임금조정을 통한 일자리지키기와
고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등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나누기는 중장기적으로는 일
자리 창출 전략으로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 이루어진 대부
분의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한 경제적 분석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에 모아져 왔다.
일자리나누기의 개념과 유형은 각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기반 및
발전 경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28)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자리나누기
유형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일시해고(lay-off)와
[그림 5-1] 일자리나누기의 다양한 개념

28) 이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Hall & Soskice(2001), 이를 한국에 적용한 시론적 연구
는 조성재 외(2008)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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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recall)이 자유롭기 때문에 일자리나누기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으
며, 단지 1980년대 이후 임금 인상 동결, 혹은 삭감을 통한 고용유지 타협
관행이 발견될 뿐이다. 이와는 달리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들은 노조의 힘
이 강하여 고용조정이 높은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유연한 근
로시간 제도를 통하여 내부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능적 유연성
과 결합되면서 산업특수적, 기업특수적 숙련을 증진시켜 높은 국가경쟁
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은 해고가 독일
등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대신에 높은 실업급여 등 양호한 실업보호제도
로 인하여 유연성과 안정성이 시장과 제도 전체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
문에 역설적으로 일자리나누기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
본은 고용안정에 대한 경영자들의 확고한 의지로 인하여 잔업시간 등을
통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며, 기타 출향, 전적 제도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
과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비
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본형 시스템에 내장된 일자리나누기 메커니
즘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아일랜드 등 자유시장경제 유형
국가들은 근로시간 조정보다는 임금조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시도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가 사례는 네덜란드29)로서 이 나
라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하여 노사정이 경제안정과 실업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지난 20여 년간 정규직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고용
기적을 이루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의 모범 국가로 주목
받아 왔다. 즉 네덜란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
제하는 대신에 사용자는 고용을 늘렸으며, 정부는 물가안정과 복지 확충
에 주력하였다. 이 같은 타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에도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철저히 적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
이 낮은 가운데, 특히 정규직 파트타임의 비중이 남녀 모두 세계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난다.
29) 네덜란드의 고용기적과 정규직 파트타임 노동 확산 요인 등에 대해서는 Visser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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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일자리나누기의 유형
고용유지형

고용창출형

임금조정

미국 빅3와 UAW(1980년대)
현재 한국 다수 기업

현재 한국 일부 대기업/공기업

임금/근로시간
동시 조정

독일 VW 등

네덜란드
정규 파트타임

자료 : 손민중 외(2009)를 일부 수정.

우리나라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적 기반하에서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에 초점을 두어 왔으
며, 이는 기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을 동결하거나 대졸 초임을 삭감하는
등 주로 임금 비용을 줄임으로써 고용을 지키거나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
장되었다. 즉 2009년 1월 이후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동결, 반
납, 절감, 혹은 대졸초임 삭감 등을 통하여 청년 인턴 채용을 늘리는 한편
일자리 지키기 전략을 채택해 왔다. 따라서 불황기에 노동조합이 근로조
건의 후퇴를 수용한다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 개념과 오버랩
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를 이렇듯 임금조정형 일자리지키기로 특징
짓는다면, 그래서 양보교섭 개념과 중첩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중앙 단위 노사민정 합의의 영향에 의한 것
인가?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효과에 의해 좌우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앞에서 자본주의 유형을 거론한 것과 같이 불황기에 대처
하는 경제구조의 유연성 체질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것이라도
종국적으로는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노사관계 지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결
정요인과 효과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lmfors and Hoel, 1989; Andrews et al., 2005). 그러나 Dreze(1986) 등
일자리나누기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논문도 다수 있으며, 일자리나
누기의 성공 조건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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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독일 사례를 연구한 Hunt(1999)와 Jacobson and Oblsson(2000)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효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임금조
정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Freeman(1998)은 교대제 및 전환배치,
탄력적 근로시간 등 다양한 노동유연성이 결합될 경우 일자리나누기가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금재호(2009), 허재준(2009), 조성재(2009a) 등의 토론회 발
표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론적, 실증적 근거들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
된다. 더욱이 기존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한
고용효과, 혹은 임금, 시간, 작업장 관행 등과의 관련성에만 주목했지, 실
제로 일자리나누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관리와 관련한 노사관계 변수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
가 양보교섭 개념과 중첩되고, 사회경제적 기반 역시 노사관계 지형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사의 전략이 기업의 경영 구조와 상호작
용하는 영역에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경제위기 대응방식과 노사관계

1. 거시적 차원의 조망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
도 2008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뚜렷해지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998년 외환위
기 당시와 유사하게 즉각적인 고용조정 중심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하여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
노동연구원이 2008년 12월에 노동부 의뢰로 실시한 1,000개 기업 노사 담
당자 설문조사 결과,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
한 상호양보와 고통분담에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
사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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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현 경제위기 극복 방향에 대한 노사의 인식

이에 조응하여 정부는 2009년 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나누
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입각하여 편성된 2009년 추가경정예산
을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확대(583억 원 → 3,653억 원, 6.5만 명
→ 21만 명), 무급휴업근로자 지원수당 신규 반영(6만 명, 992억 원), 고용
유지교대제전환지원금 신규 반영(1.7만 명, 182억 원), 중소기업 고용안정
자금 대부 신규 반영(619억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30억 원 → 50
억 원),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40억 원 → 50억 원) 등이 계획되었
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휴
업수당 지원을 중소기업의 경우 2/3에서 3/4으로, 대기업은 1/2에서 2/3로
확대하였으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임금삭감 전 금액으로 인
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자리나누기를 중심으로 고통분담 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2월 23
일에는 노사민정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지역 수준
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간담회를
17회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이루어지던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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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한 노사 공동선언과 토론회 등이 잇따랐다.
1998년 당시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여 2․6 사회협약을
맺었듯이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23 노사민정 합의
를 도출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
사하였다.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당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정한 고용조정 전략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
라 정리해고제가 조기 도입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수출을 중심
으로 위기 극복이 조기에 이루어졌지만, 금번 불황은 내수와 수출이 동시
에 감소하는 순환적 위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노사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전략에 중점이 두어졌다. 다만, 1998년과 달리
2009년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였으며, 임금조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차이점을 나타냈다.
<표 5-2> 2009년 2․23 노사민정 합의와 1998년 2․6 사회협약의 비교
1998년 2․6 사회협약
2009년 2․23 노사민정 합의
외환위기가 촉발, 재벌 중심 과잉투자 세계 동시불황, 내수와 수출 동시
경제위기의
해소 필요, 고환율과 선진경제 양호로 침체, 양극화 경제로 불황 전개의
성격
수출을 통한 위기극복
불균등성
1996년말, 97년초 총파업 성공으로 민 노동운동의 전반적 약화와 보수 성
사회적 기반
주노총 발언력 강함
향의 정부 등장
노경총,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참여 주체
양대노총과 경총, 정부와 정당
(민주노총 불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정리해고제 조
주요 합의내
일자리나누기를 중심으로 한 고용
기 시행, 파견제도 도입), 민주노총과
용
대책, 복지 확충 등
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기본권 신장
합의 결과
실업자 노조 가입 등 미시행 예외로
합의 이행 중
이행
하면 대부분 합의 이행
합의에 참여한 민주노총 지도부 중도 이명박 정부와 한국노총의 정책연
합의의 영향
하차,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대 확인, 민주노총 배제의 가시화
정리해고 중심으로 대량실업 사태 촉 사용자와 정부 주도 임금조정 착
노동시장에
발, 분단노동시장 강화, 비정규직 등 수, 정규직 중심 노사파트너십 제
대한 효과
일자리 질 악화
고
노사관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싼 민주노총 일방적 양보교섭 강요시 노사 갈등
대한 효과
내부 갈등 심화
내연 우려
경제에 대한 고통분담 의지 천명으로 대외신인도 재정을 통한 고용창출 전략과 병행
효과
제고, 조기 위기 극복에 기여
할 경우 내수 위축 방지
자료 : 조성재(2009a)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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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경제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지

요컨대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10여 년 전과 비교하여 경제위기
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각적 고용조정 중심 전략보다는 일
자리나누기를 통한 내수와 중소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1998년 이후 고용조정 중심 전략이 부과
하는 높은 비용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사태 등을 통하여 고용조정 중심 전략은 엄청난 갈등 비
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종업원들의 충성도 저하를 불러일
으켜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를 왜곡시키게 된다는 평가에 입각하여 기
업들이 일자리나누기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
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조정 중심의 일자리나누기 운동이 전개된 결과, 2009년 10월말 현
재 100인 이상 사업체 중 노동부가 임금교섭 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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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43.8%가 임금 동결, 삭감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
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협약임금상승률 역시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
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1.5%에 불과하였다.30) 이렇게 양보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파업이 발생했지만, 그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2월
15일 현재 전년동기대비 2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나누기의 제도적 기반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건수
는 10월까지 41,565건에 달하여 월평균으로 전년대비 12배나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고, 지원 연인원 약 90만 명, 지원금액은 2,934억 원에 달하였다.
[그림 5-4] 연도별 10월말 협약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자료 : 노동부.

<표 5-3> 고용유지지원금 월별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백만 원)

연간계
월평균

2007년

2008년

지원 지원 지원
건수 연인원 금액

지원 지원 지원
건수 연인원 금액

4,425 84,856 32,533
416

8,190

2,711

2009년 1～10월

4,274 88,012 30,642
339

6,116

2,464

지원
건수

지원
연인원

지원
금액

41,565 902,786 293,374
4,157

90,279

29,337

자료 : 노동부.
30) 규모별로는 5,000인 이상 기업이 0.5%로 가장 낮고 300인 미만 기업이 2.1%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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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적 차원의 기초 분석
일자리나누기 관련 운동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실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2009. 6. 9.～6. 17. 기간 동안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실시되었는데, 조사 방
법은 각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상대로 전화와 이메일을 병행하는 방
식이다.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중 노동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
는 임금결정 권한이 있는 6,781개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여 1,000개 기
업을 지역과 사업체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할당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조사 거부와 사명 변경, 주소 이전 등에 따라 실제 조사결과는 다소의 차
이를 보이는데, 조사결과 애초 표본설계에 비하여 규모에 상향 편의가 발
생하였다.
우선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한 항목을 9개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참여정
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각 항목의 평균은 <표 5-4>와 같
다.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이 가장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으며, 교대제 변
경과 일시휴업 실시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의 실시 등이 모두 1.2점 대의 낮
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반면 신규직원 채용 확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를 나타냈으며, 인턴사원 채용 역시 이에 근접한 평균값을 보였다.
<표 5-4> 일자리나누기 항목별 4점 척도 평균값

1)
2)
3)
4)
5)
6)
7)
8)
9)

항목

평균값

표준
편차

대졸신입사원 임금삭감
신규직원 채용확대
인턴사원 채용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또는 삭감)과 고용유지(또는 창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유지(또는 창출)
교대제 변경과 고용유지(또는 창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지(또는 창출)
배치전환의 실시와 고용유지(또는 창출)
일시휴업 실시를 통한 고용유지(또는 창출)

1.279
1.660
1.584
2.186
1.298
1.203
1.257
1.294
1.224

0.673508
0.970228
0.988899
1.235691
0.702631
0.569311
0.642934
0.697173
0.6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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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일자리나누기 참여에 대한 노조/근로자대표의 입장
전체
응답수
1) 적극적으로 반대함
2) 소극적으로 반대함
3) 그저 그러했음
4) 소극적으로 찬성함
5) 적극적으로 찬성함
계
[5점 평균]

(663)
3.2
6.0
54.0
22.9
13.9
100.0
3.38

한국
노총
(167)
3.6
6.0
44.3
28.1
18.0
100.0
3.51

상급 연맹
민주
미가맹
노총
(105)
(44)
5.7
2.3
9.5
4.5
47.6
59.1
21.0
18.2
16.2
15.9
100.0
100.0
3.32
3.41

무노조
(347)
2.3
5.2
59.9
21.6
11.0
100.0
3.34

그렇다면 이러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하여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표 5-5>에 의하면 대체로 방관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찬성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유노조의 찬성률이 높았으며, 특히 한국노
총 계열 사업장들의 찬성 정도가 높았다. 이는 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참
여 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나누기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설문해 본 결과, 조기에 종료할
예정이거나 고용조정 실시로 나아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상당기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1/4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정부 지
원정책이나 노사관계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이 최대를 차지
하여 매우 상황의존적인 양상을 드러냈으며, 더욱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
의 비중도 18.3% 달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정부나 노사관계 환경
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노사관계 환경에 따라 일자리나누기의 지속 여부가 달라진다면 앞에서
살펴본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의 입장과 교차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나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
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찬성도도 가장 높은 것(3.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나누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신뢰와 안정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반대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
은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의 찬성도와 가장 약한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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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규모별 일자리나누기 지속 여부
전체
응답수
1) 조기에 종료할 예정이다
2) 상당기간 계속할 것이다
3) 고용조정 실시가 불가피
할 것이다
4) 정부(지원)정책이나 노사
관계 환경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5) 잘 모르겠다
계

회사 규모
300～
500～
499인
999인
(98)
(84)
7.1
9.5
22.4
19.0

(663)
8.0
25.3

299인
이하
(394)
8.4
27.7

1,000인
이상
(87)
5.7
24.1

4.2

4.1

5.1

7.1

1.1

44.2

41.4

42.9

48.8

54.0

18.3
100.0

18.5
100.0

22.4
100.0

15.5
100.0

14.9
100.0

<표 5-7> 노조 입장별 일자리나누기 지속 여부
조기 종료
상당기간 지속
고용조정 불가피
정책/노사관계 따라 달라짐
잘 모르겠다

응답수
53
168
28
293
121

평균값
3.528
3.726
3.250
3.273
3.141

표준편차
1.0304
0.9584
0.9671
0.9031
0.5959

<표 5-8> 규모별 정규직 고용조정 실시 여부
전체
응답수
1) 예
2) 아니오

(1000)
20.1
79.9

299인
이하
(640)
19.4
80.6

회사 규모
300～
500～
499인
999인
(155)
(110)
16.1
27.3
83.9
72.7

1,000인
이상
(95)
23.2
76.8

다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원감축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
여 예상보다 많은 20.1%의 사업장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는 역시 경기불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500～999인 규모에서 “예”의 비중
이 가장 높았으며,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조정도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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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규모별 정규직 고용조정의 수행 방법(복수응답)
전체
응답수
1) 자연감원
2)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3) 정리해고
4) 자회사나 협력회사 등
으로 전출 또는 파견
5) 기 타

회사 규모
300～
500～
499인
999인
(25)
(30)
44.0
46.7
52.0
40.0
16.0
23.3

(201)
53.2
41.3
21.9

299인
이하
(124)
56.5
36.3
24.2

12.4

12.1

8.0

2.0

1.6

4.0

20.0

1,000인
이상
(22)
54.5
59.1
13.6
9.1
4.5

<표 5-10> 정규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전체
응답수
1)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없
어서
2) 인원감축이 필요하지만 회
사의 철학이나 정책으로
3) 인원감축이 필요하지만 노
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반
대로
계

회사 규모
300～
500～
499인
999인
(130)
(80)

(799)

299인
이하
(516)

1,000인
이상
(73)

62.6

66.1

59.2

47.5

60.3

34.4

30.4

40.0

47.5

38.4

3.0

3.5

0.8

5.0

1.4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조정 방식과 관련하여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 역시 자연감원을
활용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 일정한 보상을 수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정리해고의 비중도 21.9%(44개 사업장)에 달하였으며, 이
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큰 비중을 나타냈다.
정규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회사의 철
학이나 정책에 따랐다는 응답이 노조의 반대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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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임금조정 중심으로 일자리나누
기가 전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조정은 덜 발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조정과 관련하여 우선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하여 질문
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17.9%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
였다. 규모별로는 500～999인 규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많아 이 규모의 경
영 부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초과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어들
었는가를 설문한 결과, 평균 주당 6.77시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의 매일 2시간 가까이 이루어지던 잔업이 없어진 사정을 반영한 것으
로 풀이된다. 이를 월통상임금 기준으로 평가하면 12.51%의 임금 감소에
해당한다. 결국, 시간조정을 택하는 사업체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의 감소만
으로도 임금과 시간의 동시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체 중 38.3%는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 조정 자체가 일자리나누기 수
단으로 기능함을 함의하고 있다. 건설업도 20% 이상, 도소매음식숙박업
이 14% 정도지만, 다른 업종은 10% 미만에 그쳤다.
다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는가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예상
대로 매우 낮은 수치인 1.9%가 도출되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19개
사업체 중 임금보전을 실시한 사업체는 7개였으며, 이들의 보전폭은 사업
체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관심과 관련하여 소정근로
<표 5-11> 규모별 초과근로시간 감소 여부
전체
응답수
1)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었
다
2)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
평균 감소시간
월통상임금 대비 초과근로수당
감소율

회사 규모
300～
500～
499인
999인
(155)
(110)

(1,000)

299인
이하
(640)

1,000인
이상
(95)

17.9

17.7

17.4

21.8

15.8

82.1

82.3

82.6

78.2

84.2

6.77

6.84

6.02

7.60

6.18

12.51

12.06

12.61

14.9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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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산업별 초과근로시간 감소 여부
제조업
137
(38.27)
221
줄어들지
않음
(61.73)
총합
358
줄어듦

도소매
운수창
서비스
금융업 보건업 건설업 음식숙
고업
업/기타
박업
3
2
3
7
9
18
(1.79) (2.74) (4.69) (21.21) (14.06)
(7.5)
165
71
61
26
55
222
(98.21) (97.26) (95.31) (78.79) (85.94) (92.5)
168
73
64
33
64
240

합계
179
821
1,000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유의미할 것이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직무분할이 곤란한 업무
특성상 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자들
의 임금감소(가능성)에 대한 반발을 꼽고 있어서 소득 확보를 위한 장시
간노동체제가 일반화된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에만 임금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에서는 직무분할 곤란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비제조업 분야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직무분석에 기초한
정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역으로 정규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운동은 기업들의 정원관리와 직무분석 필요성을 높이
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인원증가로 관리통제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곤란하
다는 응답은 서비스업 및 기타와 보건업, 금융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4대 보험료 등 간접인건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건설업과 제조업, 보
건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제 협의의 일자리나누기 개념을 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경영이 부
진하고, ② 고용조정을 하지 않으며31), ③ 임금이나 시간 조정, 배치전환
을 통하여 일자리를 지키거나 창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일자리나누기를 협의로 정의할 경우 33.9%의 사업체가 일자리나
31) 고용조정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연감원에 의존하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이는 자연감원이 적극적 고용조정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상정하였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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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산업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이유
제조업
임금감소
반발
직무분할
곤란
필요성
없음
관리통제
비증가
간접인건
비증가
기타
총합

124
(34.64)
69
(19.27)
50
(13.97)
29
(8.1)
37
(10.34)
49
(13.69)
358

도소매
운수창
서비스
금융업 보건업 건설업 음식숙
고업
업/기타
박업
41
6
12
7
16
58
(24.4) (8.22) (18.75) (21.21)
(25) (24.17)
60
36
26
13
25
82
(35.71) (49.32) (40.63) (39.39) (39.06) (34.17)
30
14
8
4
12
35
(17.86) (19.18) (12.5) (12.12) (18.75) (14.58)
11
7
7
3
4
27
(6.55) (9.59) (10.94) (9.09) (6.25) (11.25)
9
4
6
5
3
20
(5.36) (5.48) (9.38) (15.15) (4.69) (8.33)
17
6
5
1
4
18
(10.12) (8.22) (7.81) (3.03) (6.25)
(7.5)
168
73
64
33
64
240

합계
264
311
153
88
84
100
1,000

<표 5-14> 규모별 협의의 일자리나누기 참여 여부

불참
참여
총합

299인 이하
439

300～499인
101

500～999인
62

1,000인 이상
59

(68.59)

(65.16)

(56.36)

(62.11)

201

54

48

36

(31.41)

(34.84)

(43.64)

(37.89)

640

155

110

95

합계
661
339
1,000

누기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불황의 정도가 심한
500～999인 규모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협의의 일자리나누기 개념에 근거하여 일자리나누기 유형을
구분하였다.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한 339개 기업 가운데 시간조정형은
25.4%, 임금조정형은 88.8%로 나타났다.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면서 신
규직원을 채용한 경우를 협의의 고용창출형으로 보면 26.3% 정도이며,
여기에 인턴 채용을 포함한 광의의 고용창출형은 41.9%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졸초임 삭감과 인턴사원 채용을 더하
면 29.2%의 기업이 정책조응형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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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유형별 일자리나누기 활용 정도
불참
253
74.63
38
11.21
250
73.75
197
58.11
240
70.8

시간조정형
(시간단축, 교대제, 일시 휴업)
임금조정형
(기존 직원 임금동결 또는 삭감)
고용창출형(협의)
(신규직원 채용)
고용창출형(광의)
(신규직원 + 인턴 채용)
정책조응형
(대졸초임 삭감 + 인턴 채용)

참여
86
25.37
301
88.79
89
26.25
142
41.89
99
29.2

합계
339
339
339
339
339

<표 5-16> 유형별 일자리나누기의 회사규모와의 교차표

임금조정형
시간조정형
고용창출형(협의)
고용창출형(광의)
정책조응형
총합

299인
이하
181
60.13
53
61.63
52
58.43
73
51.41
44
44.44
640

300～
499인
47
15.61
10
11.63
11
12.36
19
13.38
14
14.14
155

500～
999인
39
12.96
14
16.28
15
16.85
24
16.9
19
19.19
110

1,000인
이상
34
11.3
9
10.47
11
12.36
26
18.31
22
22.22
95

합계
301
86
89
142
99
1,000

주 : 첫 번째 행은 빈도수, 두 번째 행은 횡백분율임.

일자리나누기 유형별로 기업규모별 실태를 분석해 보면, 정책 의지가
개입된 광의의 고용창출형과 정책조응형 일자리나누기의 경우 대기업일
수록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
공공부문 여부별로 나누어 일자리나누기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예상
대로 정책조응형의 경우 공공부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
우 시간조정형을 택한 기업은 1개에 불과하였으며, 고용의 경우도 정규
직원 채용은 매우 적고 인턴사원 채용에 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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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유형별 일자리나누기의 공공부문 실태
일자리
나누기
전체
311
(33.4)
28
(40.6)
339

민간
공공
총합

임금
조정형

시간
조정형

274
(29.4)
27
(39.1)
301

85
(9.1)
1
(1.4)
86

고용
창출형
(협의)
86
(9.2)
3
(4.3)
89

고용
창출형
(광의)
115
(12.4)
27
(39.1)
142

정책
조응형

합계

72
(7.7)
27
(39.1)
99

931
(100.0)
69
(100.0)
1,000

<표 5-18> 임금조정형과 시간조정형 일자리나누기의 교차표
임금조정형

불참
시간
조정형
참여
합계

불참
668
73.09
95.57
31
36.05
4.43
699

참여
246
26.91
81.73
55
63.95
18.27
301

합계

914

86
1,000

주 : 첫 번째 행은 빈도수(10으로 나누면 전체 백분율), 두 번째 행은 행백분율, 세
번째 행은 열백분율임.

다음으로 임금조정형과 시간조정형 일자리나누기 참여 정도를 교차분
석해 보면 5.5%의 기업만이 임금조정과 시간조정을 병행하였으며, 24.6%
의 기업이 시간조정 없이 임금조정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위기 대응방식 결정요인

본절에서는 이상의 거시적, 미시적 기초 분석을 전제로 실제로 기업들
이 일자리나누기 혹은 고용조정을 어떤 요인에 의하여 선택하는지에 대
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일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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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기가 사실상 최초로 쟁점이 되면서 이제까지 이렇다 할 선행연구가 거
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2) 분석에서 초점은 구조적인 변수들 이외
에 노사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33)과 관련한 것에 두어졌다. 이
는 유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사의 선호와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우선 종속변수는 협의의 일자리나누기, 즉 불황을 맞이하여 고용조정
을 실시하지 않고 임금이나 시간단축, 배치전환을 활용한 경우로 제한한
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000개 표본 사업체 가운데 339개가 이러한
일자리나누기를 선택하였다. 한편 일자리나누기와 대당으로 설정된 고용
조정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보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두 변수
가 독립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나누기인가, 고용조정인가의 선택에서 통제변수로는 산업과 지
역을 고려하였다. 이는 산업별로 시장구조 및 기술과 숙련의 분포가 다르
고, 지역별로 노사관계의 분위기가 달리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기
술, 고숙련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이나 지역에서는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안하여 일자리나누기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특수적 숙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일자리
나누기의 선택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설명변수로는 기업규모, 노조유무, 공공부문 여부,
전년도 임금인상률, 전년도 대졸자 채용비율, 경영상태를 선택하였다. 기
업규모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자리나누기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계약을 훼손하여 충성도가 저하될 수 있는 고
용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임
금격차를 감안하면 고임금 대기업일수록 임금조정을 통한 일자리지키기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일수록 인사노무

32) 다만, 일자리나누기의 제도적 기반인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제로 고용유지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규용․김용현(2004)의 연구가 존재한다.
33) 노사관계론에서 전략적 선택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Kochan, Katz, & McKersie
(198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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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발달하고 다양한 유연성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비용
이 많이 소요되는 고용조정보다는 일자리나누기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고용조정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선택할 가능
성이 높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원리가 연대임금을 통하
여 일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우
리나라 노동운동은 고용안정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왔기 때문이
다. 공공부문 여부는 2009년의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모델
사용자(model employer)로서 대졸초임삭감 혹은 임금동결과 인턴사원 채
용을 공공기관에 강하게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정원감축도 강제하였기 때문에 일자리나
누기와 고용조정에 모두 양의 부호가 나타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전년도 임금인상률이 높을 경우는 일자리나누기에 양의 부호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최근 인상률이 높아서 임금조정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나, 그만한 여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전년도 대졸자 채용비율은 일자리나누기에 양의 부호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는 역시 지불능력의 대리변수일 뿐 아니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 고용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상태는 응답자가 5점 척도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것인데, 5점이 ‘매우 양호하다’이므로 일
자리나누기와 고용조정에 모두 음의 부호를 갖는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상 변수들의 평균과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요약하면 <표
5-19>와 같다. 변수들 상호간의 상관계수는 유의도가 높지만, 의외로 일
자리나누기와 고용조정에 대한 상관성은 유의한 변수가 적은 편이다.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설이 타당한지를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두 번째 독립변수 그룹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일자리나
누기인가, 고용조정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유연성에 대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Kalleberg(2001)는 노동
유연성에 대한 기존 연구 서베이를 통하여 양적․질적 유연성, 그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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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일자리나누기와 고용조정 관련 변수 평균과 피어슨 상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일자리나누기 0.339

0.474

고용조정

0.401 -0.148***

0.201

일자리
나누기

고용
조정

전년도 전년대졸
로그종업
공공부문
노조유무
임금인상 자채용비
원수
여부
률
율

로그종업원수 5.586

0.878

0.050

-0.005

노조유무

0.468

0.499

0.001

-0.020

공공부문여부 0.069

0.254

0.038

0.021

전년도
임금인상률

3.568 -0.073** -0.069** 0.079** -0.147*** -0.109***

3.106

0.150***
0.150*** 0.148***

전년대졸자
0.032
채용비율

0.082 -0.017

경영상태

0.888 -0.301*** -0.178*** 0.083*** -0.078** 0.055*

2.559

-0.002

-0.033

-0.150*** -0.047

0.150***
0.104*** 0.056*

주 :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부와 외부 유연성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그
에 대한 노사 등 주체들의 반응과 전략이 각국의 제도적 기반만큼이나 중
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유연성 수단들에
대한 노사의 선택과 노사간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에 선다. 유
연성 수단들과 관련하여 금번 설문에서는 ① 정규직 인원감축, ② 비정규
직 인원감축, ③ 휴업,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변경 등, ④ 배치전환이나 업
무재조정 등 기능적 유연화, ⑤ 임금삭감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의
조정, ⑥ 용역, 파견업 등 외주인원 감축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인사노무
조정방식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설문하고 있다. 이는 유연성 수단들에
대한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의 대리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금번 조사에서는 노조 혹은 노사협의회 대표에게 설문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위 여섯 가지
인사노무조정 방식들에 대하여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측의 직접적 응답은 아니지
만, 노측 응답의 대리변수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
용자가 상정하는 노측의 예상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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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유연성 수단들에 대한 노사의 인식차

사측평균
노측평균
차이(사-노)
노사인 -4
-3
식차
정도분 -2
-1
포(%)
0
1
2
3
4

정규직
감원
2.38
1.91
0.47
0.2
0.4
1.0
3.7
62.6
15.5
11.5
4.3
0.8

비정규직
시간단축
감원
1.84
1.95
1.66
1.81
0.19
0.14
0.2
0.2
0.7
0.4
1.0
1.4
3.9
5.3
78.2
78.1
8.1
8.4
4.7
3.2
2.9
2.9
0.3
0.1

기능
유연화
2.28
2.09
0.19
0.1
0.4
1.6
5.2
76.2
8.2
4.8
3.2
0.3

임금
조정
2.30
1.97
0.33
0.1
0.5
1.5
4.1
71.7
9.1
6.5
6.2
0.3

외주
조정
1.71
1.64
0.07
0.2
0.7
1.5
4.7
83.5
4.1
3.0
2.2
0.1

치를 지니고 있다. 즉 사측의 일방적 전략만이 아니라 사측이 판단하는
노측의 예상 반응이 일자리나누기나 고용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5-20>은 이와 관련한 노사 인식의 5점 척
도 평균의 차이와 인식차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인원감축
과 관련한 인식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임금조
정과 관련한 이견이 클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외주조정에 대한 인식
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감원이나 시간단축에 대한
인식차가 비슷한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자리나누기나 고용조정에 대한 사측의 전략과 노측의 예상태
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개의 변수로 삽입되었다. 경영정
보가 투명하고 노사간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주어진 기술과 직종 특성
하에서 같은 유연성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현장의 실태는 반
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노사간 부호가 다르거나 계수값의
차이가 크다면, 노사간 판단의 준거가 매우 상이하고, 그만큼 해당 범주
에 대하여 노사 갈등의 골이 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연성 변수들 가운데 일자리나누기에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시간단축, 기능유연화, 임금조정일
것이다. 또한 고용조정에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가설로 설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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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정규직 감원일 것이다. 비정규직 감원과 외주(축소)조정은 양면성
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Atkinson(1984)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심-주변 이론에 따르면, 불황시에 비정규직이나 외주 감소가 우선적으
로 일어나게 되므로 비정규직 감원이나 외주축소 전략은 일자리나누기와
고용조정에 모두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 반면 노동운동의 연대
(solidarity)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거나,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의 담당
업무나 직무가 정규직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직간접 비정규직 감원 전
략은 일자리나누기와 고용조정에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 이는
평상시의 인사관리에서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는 주로 인건비 차이를 겨냥
해 왔다는 것을 함의한다. 요컨대 비정규직 감원과 외주조정은 일자리나
누기와 고용조정에 양과 음의 부호를 모두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노사
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이제 이상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변수 집단별로 로짓분
석을 위계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표 5-21>과 <표 5-22>이다. 우선 일자
리나누기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일수록 일자리나누
기에 동참하는 것이 모델과 무관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용자의 인사
노무 조정방식 중 정규직 조정 필요성은 일자리나누기와 예상대로 음의
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들 기업의 경우 고용조정을 단행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사측의 비정규직 조정 필요성은 일자리나누기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임금조정 필요성 강조는 일자리나누기를 촉진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모델 2).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나누기에 적극적이었으
며, 공공부문의 참여도는 정부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협의의 일자리나누기와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임금인
상률이나 전년도 대졸 채용비율은 일자리나누기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나누기는 기업의 지불능력보다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 양태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의 예상 대응태도 중 정규직 고용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지만(모델 3), 임
금조정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다고 예상될수록 일자리나누기 참여 가능
성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에 있어서 노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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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일자리나누기 결정 로짓분석 결과

절편
경기강원
경상
전라제주
충청
제조업
운수창고
금융
보건
건설
도소매음숙
로그종업원수
노조 유무
공공부문
전년도 임금인상률
전년도 채용비율
경영상태양호
정규직조정
비정규조정
사용
시간조정
자전
기능유연성
략 임금조정
외주조정
정규직조정
비정규조정
노측
시간조정
예상
기능유연성
태도
임금조정
외주조정
Likelyhood Ratio
-2LL

모델 1
계수값
0.3639
0.0946
-0.2663
-0.0449
0.4107
0.1900
-0.5414
0.6823
-0.9931
0.8590
-0.0068
0.1913
-0.0590
0.4214
-0.0224
-0.0179
-0.8308

**
**
**
**
**

***

137.25 ***
1,077.38

모델 2
계수값
0.3408
0.1689
-0.1766
0.0027
0.5126
0.2053
-0.5525
0.7175
-0.9802
0.8743
0.0284
0.1599
-0.0769
0.3882
-0.0173
-0.1091
-0.8227
-0.2652
0.1010
-0.0072
-0.0001
0.2304
0.0120

*
*
**
**
**
*

***
***

모델 3
계수값
0.2565
0.1068
-0.1718
-0.0635
0.4419
0.1781
-0.6210
0.6889
-1.0214
1.0910
-0.0445
0.2179
-0.1130
0.4533
-0.0198
-0.1855
-0.8442

**
**
**
**
**

***

***

156.78 ***
1,057.86

-0.3248
-0.0314
0.0123
-0.1382
0.3678
0.1164
168.31
1,046.33

***

*
***
***

모델 4
계수값
0.3273
0.1766
-0.1382
-0.0412
0.5408 *
0.1921
-0.6041 **
0.6947 **
-1.0099 **
1.0200 **
-0.0405
0.1799 *
-0.0961
0.3927
-0.0161
-0.2066
-0.8358 ***
-0.1790 *
0.2361 **
-0.0269
0.1259
0.0875
-0.0894
-0.1891
-0.2215 *
0.0177
-0.2333 **
0.3159 ***
0.1822
177.55 ***
1,037.08

주 : 지역 더미변수의 기준은 서울, 산업 더미변수의 기준은 서비스업 및 기타임.

동의 정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기능적
유연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을수록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한 것으로 나
타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배치전환 등보다는 임금조정을 더욱 선호하
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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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비정규직 조정 필요성을 느낄수록 일자리나누기가 활성화되는 반
면, 노측이 비정규직 조정의 필요성을 동의하지 않을수록 일자리나누기
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모델 4). 특히 모델 2나 3에서와는
달리 모델 4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감원 필요성의 노사 유의도가 모두 높
아지고 정규직 조정에 대한 계수값과 유의도가 낮아지는 것은 산업현장
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조정이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한편 통제변수와 관련해서 유의한 결과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우선 충
청지역이 일자리나누기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운수창고통
신업과 보건업은 일관되게 일자리나누기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는 반면에 금융업과 건설업은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조업의 경우는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아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보다는
초과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자동조정형 불황대처 방식이 작동하고 있음
을 짐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계분석과 관련하여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설명력은 사측
의 전략과 노측의 예상태도가 들어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흥미로운 것은 일자리나누기의 결정요인에서 사측의 전략보다 노측
의 예상태도가 고려되었을 때 우도비(likelihood ratio)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자리나누기 실행에 있어서 노사관계가 대단히 중요하
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고용조정 중심 전략을 취하는 경우는
어떠할 때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독립변수들로 고용조정 여
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22>에서와 같이 일자
리나누기와 상반되는 경향성을 확인하게 된다. 노, 사 전략변수와 관련하
여 정규직 인원감축 필요성의 계수값이 절대값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조정은 비정규직과는 무관하며, 다만 사용자가 임금조정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에도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영상황에 대한 인식은 사용자 전략변수가 들어가면 유효성
을 상실하여 경영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식이 보다 직접적이고 중
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영남지역이 특별히 고용조정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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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고용조정 실시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모델 1
절편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0.6365

-1.5933 **

-0.7498

-1.7208 **

경기강원

-0.2830

-0.1707

-0.1140

-0.1248

경상

-0.5891 **

-0.5844 **

-0.4198 *

-0.4822 *

전라제주

0.1451

0.0985

0.1508

0.1355

충청

0.1677

0.0281

0.1306

0.0205

제조업

0.4635 *

0.3344

0.4342 *

0.3530

운수창고

-0.9346 ***

-0.4940

-0.6538 *

-0.4835

금융

-0.2373

-0.2393

-0.1272

-0.2216

보건

-1.4086 **

-1.3283 **

-1.3981 **

-1.3859 **

건설

0.6215

0.4276

0.3573

0.2223

도소매음숙

0.5953 *

0.6176

0.7510 **

0.6300

로그종업원수

-0.1150

-0.2293 *

-0.1761

노조 유무

0.0773

0.0682

0.1640

0.1166

공공부문

0.5990 *

0.7680 **

0.7957 **

0.8259 **

전년도 임금인상률
전년도채용비율
경영상태양호

-0.0475 *

-0.0447 *

0.5755

0.6830

-0.5070 ***

정규직조정

-0.1740

-0.0549 **
0.5949
-0.3763 ***

0.6218 ***

-0.2415 **

-0.0490 *
0.6258
-0.1927
0.4374 ***

비정규조정

-0.0654

-0.0506

사용자 시간조정
전략 기능유연성

0.0060

-0.0483

0.1133

0.0373

0.1312 *

0.2694 ***

임금조정
외주조정

-0.0773

정규직조정
비정규조정
노측예
상태도

0.4489 ***

-0.1133

-0.0660

시간조정

0.0102

0.0478

기능유연성

0.1825 **

0.1231

임금조정

-0.1209

외주조정

-0.0393

Likelyhood Ratio
-2LL

-0.1578
0.6689 ***

77.76 ***
876.72

-0.2933 **
0.1163

153.02 ***

141.18 ***

175.20 ***

801.45

813.29

779.30

주 : 지역 더미변수의 기준은 서울, 산업 더미변수의 기준은 서비스업 및 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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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보건업,
때로 운수업은 고용조정 기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수업은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조정을 모두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그 이유를 추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규모는 일자리나누기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
는데, 고용조정과는 모델 2와 모델 4에서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나 일관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고용조정과 관
련하여 일관되게 높은 계수값을 나타냈다. 이는 공공부문에 요구되고 있
는 구조조정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
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한편 전년도 임금인상률이 높은 경우 고용조정 확
률은 떨어졌는데, 이는 지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델 3에서
는 기능유연성의 노측 수용도가 고용조정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4에서는 유의성이 떨어졌다. 종합평가인 모
델 4에서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전략은 정규직 조정 필요성과 임금조
정 필요성을 둘러싸고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임금조정 필요성의 부호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모델의 위계성과 관련하여
일자리나누기와는 달리 사측의 전략변수들이 우도비를 더욱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조정에 있어서는 사측의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 5-23>이다. 경
영관련 설명변수 가운데 기업규모와 경영상태는 가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노조 유무는 두 분석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부호가 가설과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지
만, 상급단체별로 나눈 분석에서도 유의한 변수를 찾을 수 없었다. 이로
부터 노조 유무 그 자체나 상급단체 성격보다는 노사의 현장 단위 구체적
인 전략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계적 분석에
서 노사의 전략이 포함되면 우도비가 상승하는 것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고 할 것이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에 따라 정원감축
이 이루어진 것이 일자리나누기보다 더 선명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일자리나누기는 민간부문도 함께 동참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전년도 임금인상률이 높을 경우 고용조정을 실시할 확률이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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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졸자 채용비율은 두 분석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노사의 유연성에 대한 전략과 태도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정규직 감원에 대한 노사의 전략은 가설과 정확히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
다. 그러나 임금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측의 전략이 가설과는 반대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사측의 경우 인건비를 결정하는 고용과 임금 모두에 대하
여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반면, 노측의 경우 임금조정에 대한 수용 정도가
일자리나누기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매우 기피적이
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시간조정과 외주조정은 유의성이 모두 확보
되지 않았다. 특히 시간조정과 관련하여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
라의 일자리나누기가 임금조정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
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능유연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측의 유의도가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노측의 예상태도는 가설과 반대 부호를 나타냈다.
노측이 기능유연화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나누
기에는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일자리나누기의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실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해석하기 어렵다. 아마도 배치전환이나 업무재조정
이 자연감원이나 외주화 등 다른 구조조정 수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될 뿐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비정규직 감원과 관련한 전략이
나 태도이다. 고용조정 결정에 대한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일
자리나누기 결정에서 노와 사의 대응이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이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감원 필요성을 느낄수록, 노측이 비정규직 감원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일자리나누기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하여 적어도 고용안정에 대해
서는 강한 연대의식 혹은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역시 정규직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을 중심으로
한 노사의 전략과 태도 차이가 일자리나누기 및 고용조정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며, 이는 노사의 인식차를 독립변수로 한
로짓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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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일자리나누기와 고용조정 결정요인의 가설과 분석결과

기업규모
경영 노조유무
공공부문여부
관련
전년도임금인상률
변수 전년대졸채용비율
경영상태양호
정규직감원
비정규직감원
노사
시간조정
전략
관련
기능유연화
변수
임금조정
외주조정

사
노
사
노
사
노
사
노
사
노
사
노

일자리나누기
가설
결과
+
+
+
-(비유의)
+
+(비유의)
+
-(비유의)
+
-(비유의)
+/+
+/+
-(비유의)
+
+(비유의)
+
+/-(비유의)
+
+
+
+
+
+/+/-(비유의)
+/+(비유의)

고용조정
가설
+
+
+
+/+/+/+/-

결과
+(비유의)
+
+(비유의)
+
+
-(비유의)
-(비유의)
+/-(비유의)
+(비유의)
+(비유의)
+
+
-(비유의)
+/-(비유의)

주 : 분석결과에서 유의성은 모델 1, 2, 3, 4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5절 맺음말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위기에 대하여 어떠한 인사노무 전략으로 대응
하는가와 이와 관련된 거시적, 미시적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졸초임삭감은
경영상태와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노사민정 합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기업들의 위
기 대응은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 혹은 고용조정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좌우되었으며, 아울러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의 각종 조정방식 수용
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기에 대처하는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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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이후 전개된 경제위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임금조정
형 일자리나누기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거시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데, 1998년 위기 대응이 주로
즉각적, 혹은 구조적 고용조정을 위주로 하였다면, 그 이후 기업들이 이
방식이 부과하는 고비용을 인식하고 2008년 이후 불황에서는 일자리나누
기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의 성격이 1998년 당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고, 2008～09년 불황은 글로벌 차원
의 중단기 위기이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 수요의 전반적 하강에 대처하는
것이 긴요했다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또한 2009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수출 위주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영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도 일자리나누기의 성공을 뒷받침하였던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기업들이 1998년 이후 고용조
정을 경험하면서 노측의 반발을 무릅쓴 고용조정이 엄청난 갈등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과 설사 고용조정이 성공하더라도 남은 종업원들의 충성도
와 몰입도를 저하시켜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
였을 가능성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이제 1998년 당시 노동계가 고용
조정의 대안으로 주장했던 일자리나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
로 풀이된다. 다만, 1998년 당시 노동계는 시간단축형 일자리나누기에 방
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2008～09년 불황기에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
가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경제와 경영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 방안이 임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개
별 기업 차원에서 임금 유연성 수단들을 고용, 시간, 기능적 유연성과 어
떻게 결합시켜 위기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인지가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제 2 부】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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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용위기를 초래하였다.
물론 이번의 경제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우리 경
제가 처해 있는 조건도 크게 달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1997
년 외환위기와 2008년 위기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그
리고 정책적 대응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현재의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사정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
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변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것이 가지는 고
용․실업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
리나라 노동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
는 과정에서 고용안전성이 크게 떨어졌고,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하
였다. 특히 외환위기는 대기업의 고용조정에 따라 정규직 40∼50대 고용
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반면 이번 경제위기는 고용충격이 주로 비
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영세자영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행된 다양한 고용․실업 정책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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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이 당시 정책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
적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체계적인 고용․실업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들을 급조
하거나 해외 정책 사례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럼에도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하나의 고용․실업 정책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1998∼99년에 추진된 정책들은 크게 고용안정,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자생활안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정책 틀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개별 정
책들의 상대적 비중이나 제도적 완성도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기간 중의 고용실업대책은 주로 정부의 실업대책백서 등을
통해서 정리되어 있으나,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고용실업대책이 전체 고용실업
정책의 틀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일반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치
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당시 정책들의 효과와 성과 등을 사후적으로 다
시 한 번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외환위기 당시의 노동시장 현황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상황은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림 6-1]에서 보듯이 1998년
취업자수는 127만 6,000명이나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연평균 149만 명까
지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의 경제위기의 상황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상
황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 규모는 1990년대의 2%, 50만 명 수
준에서 4%대, 70만 명 이상 수준의 실업률로 한 단계 높아졌다.
반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실업자수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 취업자 감소폭도 외환위기와 비교해서는 그리 크지 않았다.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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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실업자수와 취업자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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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위기시의 대량실업에는 정책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특히 IMF의 경제 긴축
과 구조조정 요구가 실업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는 대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2008년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는 달랐다.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초유의 대량실업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
로 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크게 바꾸어놓는 사건이
었다. [그림 6-2]에서 경활참가율과 고용률을 볼 경우, 1980년 위기 이후
1986년 3저 호황 이전 기간 동안 참가율이 저하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경
활참가율과 고용률은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최근까지
도 그 이전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활참가율과
고용률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진 것은 고용창출력의 전반적 저하에도 기인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실망실업, 여성경활참가율의 정체, 고령자고용
참가율의 감소 등에 기인할 것이다.
[그림 6-4]는 외환위기시 전체 실업률 대비 각 연령계층별 상대실업률
을 살펴본 것이다. 외환위기시 상대실업률은 청년층의 경우 오히려 낮았
다. 이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환위기로 인하여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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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경활률과 고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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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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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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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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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1998년 상대실
업률이 가장 높아진 연령대는 40대와 50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중장년층의 실직이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
기관의 28.8%에 해당하는 596곳이 퇴출되거나 합병되고 33개 은행이 20
개로 정리되었다. 금융기관 종사자수는 31만 7,623명에서 21만 8,726명으
로 31.3% 줄었다. 1997년 9월 0.31%이던 어음부도율은 1997년 12월 1.49%
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과 일맥상통하
는 현상이다. 전직실업자가 전체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42.8%
였으나 1998년 1/4분기에는 84.9%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상
대실업률은 20대와 30대, 특히 20대에서 크게 높아진다. 반면 50대와 60
대는 줄어들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질임금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6-5]에서 보면 1998년에 실질임금은 10%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량실업과 임금하락은 바로 빈곤 확대로 이어졌다. <표 6-1>
에서 보듯이 Gini 계수는 1997년 0.268에서 1998년 0.295로 급격히 증가하
였고, 상대빈곤율이 1997년 9.3%에서 1998년에는 12.2%로 급증하였다.
실직, 실업, 전직 등 고용사정 변동에 기인하는 빈곤인구는 전체 빈곤인
구의 7.3% 정도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고용불안계층의 증가와 임금의 전
반적 감소 등이 빈곤인구를 크게 증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심도가 깊었던 만큼 경기회복도 빠르게 왔다. 2009
년부터 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실업률 하락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취업자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실업정책의 효과 그리고 실
망실업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노동력이 여전히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무르거나 여성의 경활률이
늘지 않고 정체되고 고령자의 경활률이 정체․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경활참가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실망실업자 규모는 IMF지원체제 초기인 1998년 상반기 약 30만～35만 명
수준에서 1999년 50만～60만 명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34).
34) 실망실업자는 전에 직장을 가진 경험이 있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한 해 동안
구직경험이 있던 자로 정의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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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연령대별 상대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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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그림 6-5]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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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소득분배지표 추이(도시가구, 1인 가구 및 농가 제외)
시장소득(%)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0.272
0.268
0.295
0.303
0.286
0.299
0.298
0.295
0.301
0.304
0.313
0.324
0.325

4.17
4.09
4.94
5.13
4.58
4.92
4.92
5.06
5.23
5.41
5.72
6.12
6.20

9.6
9.3
12.2
13.1
10.8
11.8
11.4
12.8
13.7
14.1
14.7
15.6
15.4

0.264
0.262
0.287
0.294
0.272
0.286
0.284
0.282
0.285
0.286
0.292
0.300
0.298

3.99
3.94
4.72
4.88
4.19
4.51
4.50
4.56
4.64
4.73
4.85
5.08
5.00

8.8
8.9
11.7
12.4
9.8
10.6
10.3
11.3
12.0
12.3
12.5
13.0
12.6

주 : 상대적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6-6] 종사상지위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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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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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증가하였음에도 고용의 질은 악화되었
다. 이미 1998년부터 취업으로의 탈출자 중에서 75%가 임시일용직이었
다. [그림 6-6]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일용직의 규모는 2002년까지 증가
하였다. 고용창출과 노동의 유연화는 고용의 질적 저하라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실업대책을 검토하고 평가할 때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타 경제위기와 비교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대량실업을 초래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활률과 고용률이 크게 하락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40～50대 전직실업자의 문제가
시급했지만, 그 이후에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가 단기간에 극복되면서 고용의 양적인 문제는 일단 해결하였지
만, 이는 고용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정규적인 고용형
태가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경력개발기회와 상대적 고임금이 보장되는 일
자리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다섯째, 대량실업, 그에 따른 고용률과 임
금률의 하락은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과 복지의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분
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징은 외환위기 초기의 대
량실업에 대한 응급조치적 대응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
응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경활률과 고용률의 정체는 활성
화 정책(Activation Policy)이 고용실업정책의 중요한 방향임을 시사한다.
한편 고용의 질을 희생하면서 고용의 양이 늘어났다는 점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노동시장정책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고
용이 빈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즉 낮은 질의 고용으로
빈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근로연계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의 유형과 형태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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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환위기 실업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경제안정화정책과 함께 구조조정을 요구
하였다. 거시정책으로는 긴축재정통화정책과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요구
하였고, 구조조정정책으로는 금융구조의 건전성 확보, 기업경영의 투명성
과 재무구조의 개선,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구조 개혁,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4개 부문 개혁을 요구하였다. 긴축정책과 구조조조정책은 대량
실업과 그에 수반되는 빈곤 문제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대량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응할 만한 제도적,
정책적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전체 실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부터의 실업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실
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전체 10%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당시 고용보험
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에게만 적용되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
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거택보호, 시설보
호, 자활보호를 포괄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997년 현재 전체인구의 3.1%
만을 포괄하는 141만 4,000명에 불과하였다.
1998년 1월에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1월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
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구조
조정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교환하는 노사합
의를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해고남용방지책, 파견남용방지책,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공
무원 및 교원의 노조결성권 허용,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합의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실업정책은 이러한 구조조정과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위기에 대한 당시
IMF와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외환위
기 이후의 고금리 긴축정책이 과도하여 단기적으로 실업이 대량으로 발
생하였으며 IMF의 압력에 따라 구조조정이 과도하게 추진되어 기업의
단기주의적인 노동유연화 전략과 불안정한 고용시스템이 확고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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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외환위기에 대한 IMF와 한국정부의 당시 대응은 Stiglitz를 비롯
한 많은 학자들이 잘못된 처방임을 지적하였고, IMF도 2003년 IMF 산하
독립평가국(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IEO)에서 발행한 자체평가
보고서(“IMF와 최근 자본계정위기: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IMF and
Recent Capital Account Crises: Indonesia, Korea, Brazil”)에서 외환위기
당시 IMF의 그릇된 일부 처방이 오히려 위기상태에 있는 경제를 더욱 악
화시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위기 초기에 충분한 구제금융
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율안정화를 위한 고금리정책 유지와 긴
축재정정책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대표적인 실책으로 자인한 것
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정책은,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이 매우 과도하고 강도 높게 이루어졌지만,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정책 경험은 매우 미약한 상황적 조건하에서 추진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린 대기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찾아야 했다. 벤처기업과 신산업 육
성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정책 등에도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이 부여되었
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했으며, 고
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근
로나 실업자훈련 등을 결합해야 했고,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정책의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제3절 외환위기 실업대책의 추진 과정

공식적으로 외환위기 실업대책은 1998～2002년까지 매년 실업대책이
수립되어 다섯 번 실행되었다. 우선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설계
된 1998년 실업대책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공공근로, 정부
지원인턴제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정책, 둘째, 실업자에 집중한 훈련정책, 셋째, 실업급여와 한시적 생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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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근간으로 하고 실업자대부, 임금채권보장 등을 일시적․보완적 대
책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정책 등이다.
물론 1998년 실업대책은 SOC 등 공공투자사업, 벤처기업, 외국인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량실업의 시급
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
리는 정책들이었다. SOC투자확대,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한전송배선시설
투자확대 등의 경우 신규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노동
부, 2003). 따라서 1998년 실업대책의 핵심은 공공근로와 실업자직업훈련
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6-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생활보호와 한시
적 생활보호를 제외한 실업대책예산은 각각 25.9%와 18.3%를 차지하였
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보완적인 사회안전망의 성격이 강한 실업자훈
련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많이 참여하는 문제와 비생산적인 사업 추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인
한 중소기업의 인력 역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
우 단기적으로 양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부실훈련, 훈련상담 및 선발
체계의 미흡, 훈련수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참가 등이 문제로 지적되
었다. 저소득실업자생계보호 사업은 다양한 사업들35)이 독립적으로 시행
됨에 따라 이중수혜와 과소수혜의 문제를 나타냈다.
한편 1998년 실업대책의 하나의 특징은 대량실업을 모두 제도적 틀을
갖춘 상태에서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적 틀에 포함되어 있는 계
층에 대한 정책과 제도로 포괄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해
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전직실업자와 신규실업자의 구분, 실업급여대
상자와 비대상자의 구분, 생계유지가능실직자와 영세실직자를 구분해서
대상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업자특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결
여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그 취지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많
았다.
1999년에 들어와서 경기가 예상외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1999년 상반
35) 실업자 대부 이외에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으로는 실업자 귀농귀어 지원, 실직자
중고생학비지원, 학생중식지원, 임금채권보장, 일용자대책 등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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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예상했던 0.8%의 성장률과 달리 10.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거시경제정책도 1999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전환
하였다. 연간 재정적자의 50% 수준에서 상반기 조기지출이 이루어졌고,
공공․기업․금융․노동 구조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실업정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
라서 1999년 실업대책은 중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실업대책을 체계화하고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른바『중기실업대책』으로 설
계되었다. 성장이 회복세를 보임에도 여전히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의 우려
가 남아 있고, 전반적 실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여성, 고령 등 취
업애로계층의 장기실업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02년에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을 안
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36).
1999년『중기실업대책』의 핵심적인 정책은 지식산업육성을 통한 200
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와 보완적인 정책으로 고부가가치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로의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한 사
회안전망 확충과 실업대책의 전달체계 확충 등이었다.
지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라
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판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
민의 기본권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workfare)
과 자활지원과 같은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갖추게
된 것이 큰 특징이다. 직업훈련에서는 좀 더 수요자중심적인 성격을 강화
하기 위하여 실업자DB를 활용한 훈련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
고 지역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훈련과정선정위위원회’를 통해
훈련업체를 선발하고, 훈련정책의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였다.

36)『중기실업대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목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2002년 실업률
4%, 200만 일자리창출, 고용보험피보험자가입률을 적용대상 근로자의 80%, 실업
급여수혜자를 실업자 대비 20%,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을 2000년까지 완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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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9년의 실업대책의 경우에도, <표 6-2>에서 보듯이 여전히
공공근로사업은 2조 5천억 원 예산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실시되었고,
실업자 직업훈련에도 1998년에 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5천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여성이나 고령자 투입 증가로 생산성사업 추진이 어
려워지는 문제나 공공근로로 추진된 주민편익레저시설 등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실업직업훈련은 여전히 산업수
요와의 연계 부족과 훈련희망자에 대한 상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
기되었다. 한편 실업자 6대 DB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공공직업안정기
관 사이의 역할분담 및 정보연계는 미흡하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 실업대책에서는
공공근로와 실업자직업훈련 등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을 줄이고, 창
업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강조되었다. 2002년
실업률 3%대를 목표로 하여 각종 창업지원정책(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이 실시되었고, 공공근로는 저소득장기
실업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파트타임 공공근로를 도입하는 등 축소하면서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실업자직업훈련도 규모를 줄이면서 수요자 중심으
로 전환하여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추가 10% 지원, 직업훈련카드
제 등을 실시하였다.
2001년에도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IT, BT 등 성장산업, 지식
기반산업, 벤처기업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였다. 공공근로 등은 축소하면서 벤처투자자금 1조 추가조성
과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역 지정 등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종과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훈련 강화, 취업
연결망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 고용안정정책 추진으로 전환하였
고, 이 시기부터 청소년종합실업대책 수립이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실업대책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상별 특성화된 고용안정대
책’으로 전환하였다. 양적 위주의 실업 감소 정책에서 질적인 고용안정정
책으로 전환하였다.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청년, 고령

154

경제위기와 고용

<표 6-2> 외환위기시 실업대책의 프로그램별 예산액과 구성 비중 추이
(프로그램별 예산액)
(단위 : 억 원)
전체예산
고용유지지원
단기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
청년지원 인턴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생활안정
실업급여
실업자대부
한시적 생활보호
기존 생활보호

1998
56,672
1,224
10,444
10,444

1999
92,00
4,832
26,218
25,924

9011
7,377
35,993
8,500
7,500
2,558
13,791

6,868
5,452
54,482
15,012
11,382
6,276
14,531

2000
59,407
3,663
13,207
12,372
835
4,305
3,416
38,232
10,109
2,716
6,046
17,090

자활지원

2001
30,866
3,665
6,750
6,750
4,797
3,243
13,468
8,737
3,559

2002
26,971
3,169
5,819
5,232
600
4,396
3,174
11,454
9,456
920

2,136

2,133

2001
100.0
11.9
21.9
21.9
0.0
15.5
10.5
43.6
28.3
11.5

2002
100.0
11.7
21.6
19.4
2.2
16.3
11.8
42.5
35.1
3.4

6.9

7.9

2001
100.0
11.9
21.9
21.9

2002
100.0
11.7
21.6
19.4
2.2
16.3
11.8
42.5
35.1
3.4
7.9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
전체예산
고용유지지원
단기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
청년지원 인턴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생활안정
실업급여
실업자대부
한시적 생활보호
기존 생활보호

1998
100.0
2.2
18.4
18.4
0.0
15.9
13.0
63.5
15.0
13.2
4.5
24.3

1999
100.0
5.2
28.4
28.1
0.0
7.4
5.9
59.0
16.2
12.3
6.8
15.7

2000
100.0
6.2
22.2
20.8
1.4
7.2
5.8
64.4
17.0
4.6
10.2
28.8

자활지원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 : 생활보호 예산 제외시)
전체예산
고용유지지원
단기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
청년지원 인턴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생활안정
실업급여
실업자대부

1998
100.0
3.0
25.9
25.9

1999
100.0
6.7
36.6
36.2

22.3
18.3
48.7
21.1
18.6

9.6
7.6
47.0
21.0
15.9

2000
100.0
10.1
36.4
34.1
2.3
11.9
9.4
41.6
27.9
7.5

자활지원

자료 : 노동부(2003),『국민의 정부 5년 실업대책백서』에서 재구성.

15.5
10.5
43.6
28.3
11.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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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도모하였다.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2002년부터 폐지되거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산림
청의 숲가꾸기사업 등이 예산이 감소된 채 시행되었다. 창업정책도 단기
창업위주 교육에서 장기적인 창업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소상공인의 경
우 창업보다는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경영진단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직
업훈련에서는 재직자 훈련이 강화되었고, 고용보험에서는 적용확대, 고용
촉진장려금 수준 인상, 자활사업 지원 등 정책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었다.
이후 이러한 실업대책의 경험들은 2003년 일자리창출종합대책과 2006
년 국가고용전략 등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고용실업정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표 6-3> 실업대책의 월평균 수혜자수
(단위 : 만 명)
1999
실업자수

2000

2001

2002

155(100.0)

140(100.0)

125(100.0)

105(100.0)

10

6

5

3

인턴사원제 4.3
보완적
실업대책 공공근로
35

5

5

3

25

15

10

대부사업

소계

49.3(31.8%)

36(25.7%)

25(20.0%)

16(15.2%)

고용안정

9

10

11

11

14

16

17

17

21

23

23

22

44(28.4%)

49(34.3%)

51(40.8%)

50(47.6%)

93.3(60.2%)

85(60.7%)

76(60.8%)

66(62.9%)

직업훈련
핵심적
실업대책 실업급여
소계
합계

주 : 1) ( )안은 수혜율임.
2) 2001년부터 대부사업, 인턴사원제와 공공근로의 일부는 고용보험제도 내에
서 시행.
3) 저소득자에 대한 실업대책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1999년도에 57만 명이
계획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1999년도의 수혜율은 83.4%에 달함.
4) 각 수치는 수혜기간으로 할인한 일정시점 평균인원(stock)임.
자료 : 노동부(2003),『국민의 정부 5년 실업대책백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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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부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

1. 일자리 창출
가. 본원적 일자리창출
이른바 본원적 일자리창출 정책은 고용창출형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으로 일자리창출의 의미를 부여받은 산업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정부는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원적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이 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이 어려웠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촉진, 외국인투자, 신산업육성 등을 본원적 일자리창출 대상으로 삼
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설 부문의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
한 공공투자사업이 결합되었다. 1998년에 SOC 조기투자, 벤처기업과 창
업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와 의미가 부여되
었고, 1999년부터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의 일자
리창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미 1997년 8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
를 기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설립 등 벤처기업 육
성에 들어갔다. 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과 건설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생계형창
업을 지원하고 소호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적극
적인 조치들도 취해졌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하였다. 1998년「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업종
개방, 토지취득제한 폐지, 조세감면, 자금지원, 국공유재산무상(저리)임대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으며, KOTRA 내에 외국
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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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긴축적인 경제운영으로 내수 경기가 부진하자 건설경기 부양시
책을 추진하였다. 적자재정 편성을 통해 SOC 투자를 늘리려고 했으며,
1998년 건설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 1999년 주택건설확대계획, 2000년 건
설업경쟁력강화방안, 2000년 지방건설활성화방안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경기를 회복시켜 건설부문 고용창출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고용창출형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관련 고용
통계 추이를 보면, 고용창출형 산업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가지지
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집행
초기에는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지원정책의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컸으며,
SOC 투자나 외국인투자유치 등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았
다. 외환위기에 따른 고실업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설투자는 그리 효과적
이지 못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에도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연구
가 제시되고는 있지만(박성재․이규용, 2009; 김영태 외, 2008) 고용창출
효과가 과대평가된 측면도 존재한다.
우선 IT 붐에 힘입어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었고, 소상공인창업지
원 등으로 영세기업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1997년 15만 명
수준의 벤처기업 종업원수가 2000년에는 약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
으며(전병유, 2002), 소상공인창업지원으로 1999～2002년까지 6만여 업체
15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노동부, 2003).
그러나 2002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벤처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정
책의 효과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상공인지원정책은 2003년 이
후 자영업 과잉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따라서 벤처창업지
원정책도 2002년부터는 창업 위주 지원에서 기존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정책도 창업지원보다는
컨설팅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SOC 투자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 외환위기 초에는 고금리 긴
축정책하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자체의 세수감소와 공기업의 자금
난으로 SOC 투자 확대가 미흡했으며, 고금리 등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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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의 금융경색 및 전반적 불확실성 증대로 건설경기는 쉽게 회복되
지 않다가 2001년에 와서야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건설업 취업자가
1997년 200만 명에서 1999년 147만 명까지 감소하였고, 2002년에 와서야
180만 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결국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은 고용창출에 성
공하지 못한 채 부동산 거품만 생기게 하여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
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1999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
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
시된 본원적 일자리창출의 의미를 부여받은 경제산업정책들은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7] 주요 부문별 취업자수 변동 추이(199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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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근로와 청년인턴제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응해 큰 규모로 추진된 사업이 공공근
로이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4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발표한 실업대
책을 통합하여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업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여 추진되었다. 실업규모가 100만 명을 넘었던
1998～99년간에 공공근로는 1일평균 약 20만 명 규모로 시행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해 실업부조와 같이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
은 근로의욕을 훼손하고 실업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
려했고, 긴축과 구조조정이라는 거시경제 환경에서 SOC투자는 단기적으
로 효과를 보기 어렵고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도 힘들며 특정 부문의 기술
근로자에게만 한정된다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공공근로
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매우 크며, 다양한 실업자에게 일자
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도 큰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공공근로
는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근로능력을 유
지하도록 하는 성격과 동시에 실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공근로를
통해서 여러 국가적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산성효과까지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생산성 사업이라
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복합적 성격 때문에 지속적
으로 혼선이 초래되었고 비판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공
공근로에 취약한 실업자가 선정되기보다는 비경활인구나 중간소득 이상
의 실업자가 선정되었고, 기존의 취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생산성이 낮은 사업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이다. 또한 공공근로 때문에 여
타 민간사업의 고용이 어려워지는 사중손실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 때
문에 2단계 사업부터는 실업자에 대한 체계적 상담 등을 통한 참여자의
합리적 검증, 20% 내에서 사업비를 인정, 지역SOC사업과의 연계, 임금수
준의 하향조정,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물론 공공근로에 적합한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은 실업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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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를 통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생산적 사업을 선
별하라는 주문은 실직자가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취
약실직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근로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공공근로의 의의와 목적을 간과한 비판일 수 있다. 또한 공공근로의
임금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가져가는 것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했다.
고용보험이 광범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고 실업부조와 같은 부조제도
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근로는 당시에 대량실업에 대응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다만, 공공근로에 여러 가지 목적을 복합적으로 부
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는 실
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갖추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청년 신규졸업자를 타깃으로 한 일자리제공프로그램으로 정부지
원인턴제가 시행되었다. 청년지원인턴제의 경우에도 취업난에 처한 대졸,
고졸 청년층에게 단기적으로 일시적 근로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보조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물론 인턴제에서 정규직
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기대효과로 보고 있었지만, 현실적
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지원인턴제의 경우에도 임금보
조적 성격으로 인한 사중손실효과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구조조정
과 긴축에 따른 채용 규모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신규실업자의 발생을 줄
이는 효과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든 2002년부
터는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채용으로 전환되어 가는 채용흐름에 따라 청소
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청년인턴제는 실업대책에서 학교로
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직장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3차사업부터 시행주체를 대학에서 지방노동관서(고용안
정센터)로 변경하여 인턴수요처 발굴, 취업알선 등 사업활성화에 주력하
였지만 신규졸업자에 대한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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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유지지원
고용보험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고
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안정사업을 가지고 있었
다. 고용안정사업에는 고용유지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채용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등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업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융자지원 등 취약계층 고용촉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안
정사업에서 외환위기에 대응해 가장 활용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고용유지
사업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고
용유지지원정책은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고용유지지
원금이 경기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노
동부, 2003), 고용유지지원 제도가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
에도 지원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지원요건 및 절차가 엄격해서 활용도가
높아지지는 않았다. 물론 단계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절차를
단순화하며 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고용조정의 필
요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미연에 억제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거두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되었고, 사중손실이나 대체
효과 등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 고용안정망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두 제도
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없었
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양 제도
사이에 실업부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이 커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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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게 퍼져 있었다.
따라서 외환위기시 사회안전망 정책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
층을 임시적인 정책으로라도 보호하는 것과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확대 적
용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했다. 첫 번째 방향의 주된 정책으로
는 실업자대부와 한시적 생활보호 정책이 추진되었고, 두 번째 방향의 정
책으로는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졌다. 이 두 방향의 정책으로도 커버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안
전망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근로와 실업자직업훈련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으로는 고용보험의 확대라는 위로부터의
확대와 공적부조의 확충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확대를 꾀하였다. 1995년
처음 도입된 고용보험은 1998년 중 세 번에 걸친 적용확대 조치를 통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 1월 10인 이상, 3월 5인 이상, 10월 전
산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제도 등 연장급여 제도
를 시행하고, 1999년에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3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
로 하향조정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70%에서 상향조정하여 소득재분
배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이 꾸준히 적용확대된 것
은 사실이나 자영업실업자나 신규실업자, 일용직 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
자, 비정규직, 자발적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었다. 외환위기 당시 전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문제로 인하여 실업자에 대한 임시적인 생계보호장
치를 다양하게 도입하였다.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
다양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영세자영실직자에 대
한 정착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의 의료보험료 1/2에 대한 직장
의료보험 지원, 한시적 대부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것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 학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생활보호정책이 1998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시행되
었고, 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실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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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사회통합 차원
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그것이 2000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보험과 공적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적 틀을 확립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실업급여는 전 사업장을 적용대
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실직자의 일차적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틀을 잡아
가기 시작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는 달리 일자리를 상실한 실직한 가구의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빈곤층으
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확대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각지대
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사회안전망은 신속히 확대되
었으나 수혜자의 자활과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 부진하다거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초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이후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림 6-8]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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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자 훈련
외한위기시 직업훈련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고용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실
업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즉 외환위
기시 직업훈련은 실업자직업훈련에 집중되었다. 실업자직업훈련도 다른
공공근로나 청년인턴제와 마찬가지로 직업능력개발이라는 기능뿐만 아
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즉 실업자훈련
은 직업훈련기간 중의 일시적인 실업 감소 효과를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 기능까지 결합하였다.
실업자직업훈련도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합적 성격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혼선이 야기되었다. 실업자직업훈련은 부실훈련과
부실훈련기관,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훈련프로그램 부족,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 취업과의 연계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훈련생의
17%만이 취업이 되었다든가, 훈련수당 취득을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교육훈련을 이수한다든가, 수강생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훈련수당이 지
급된다든가, 동일한 성격의 훈련에 대해서도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재취직
훈련, 정부위탁훈련, 창업훈련 등 훈련유형에 따라 훈련수당에서 차이가
있어 생계비보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훈련체계의 설계를 목표로
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정책, 기업과 훈련기관간의 약정에 의한
맟춤훈련, 산업계, 학계, 훈련전문가로 구성된 훈련과정선정위원회, 훈련
과정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및 유망직종발굴
과 매뉴얼 개발, 직업훈련카드제, 훈련기관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자 직업훈련과 산업수요의 연계는 여전
한 과제로 남겨두었고, 훈련 내실화를 도모하여 규정을 강화하는 과정에
서 저학력, 고연령,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약화되는 문
제점도 향후 극복해야 할 정책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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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정책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제공
외환위기와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실업정책도 미흡했지만 정책의 전달
체계와 고용서비스 체계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외환위
기 당시 고용정책을 전달하고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일일취업센터나 일하는 여성
의 집 등이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신속하게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에 지방노동관
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었다.
1998년 99개였던 것이 2001년에는 168개까지 확대되었다. 고용안정센터
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실업급여지급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
상담 등 실업정책의 현장 전달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인력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부터 설립되었던 인력은행이 있었다. 인력은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역고용정
보센터로 출범했었고, 장기실업자, 신규노동시장진입자, 잠재인력 등 집
중관리가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인력은행은 민간전문상담원 중심으로 전문성, 조직
의 유연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취업알선업무
만 담당하고 있어 고용보험과 다른 고용정책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2년부터 고용안정센터로 통합되었다.
한편 고용안정센터만으로 고용정책을 전달하고 지원하기 힘든 사각지
대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특성화된 정책전달체계
로 일일근로자의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일일취업센터와 일하
는 여성의 집 등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하드웨어에 들어가야 할 고용서비스 체계도 하나씩 갖추기 시
작했다. 고용안정정보망으로서 워크넷(Work-Net) 구축, 취업알선과 각종
실업대책DB를 연계한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개별시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실업자프로파일링 시스템, 적극적 취업
알선을 위해 성취프로그램과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166

경제위기와 고용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워크넷으로 체계화된 노동시장정보체계(LMI)
구축은 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노동력 수급불일치 완화에 기여하고
실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은 양적으로는 매
우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문제는 단기간 내에 극복되기 어려웠다.
우선 고용정책 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고용서비스 제공이
라는 역할이 위축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용안정센터가 실업자나 구
직자에게 적합한 최선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인 업무보다는 실업
급여 지급과 같은 기능적인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직업상담,
고용보험, 능력개발의 유기적 연계 부족으로 종합고용정보의 전달기능이
미흡했으며, 실업자프로파일링시스템의 구축 등이 시도되었지만 실업자
특성별로 전문적이고 맞춤형의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
도 제기되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취업알선센터 등 공공직업
안정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실업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에 기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실업이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확대되었고 관련 정책도 단기간
에 수립․집행되었기 때문에 정책전달과 실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경험
이 부족했으며, 관련 정책을 전달하기에도 급급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
적 평가보다는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관련 예산과 규모를 확대해 가면
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향후의 과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외환
위기가 지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 고용정책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체계가 양
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한 번 확대된 이후 질적인 심화과정을 제대로 거
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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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환위기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이 장에서는 외환위기시의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정책 추진의 배경,
과정, 그리고 세부 정책별 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대량실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데다 외환위기 이전의 노동정책이
인력난과 임금 문제 등에 집중했던 경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축재정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간의 대량실업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대응은 여타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실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는
점에서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적으로
평가를 정리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실업의 충격이 워낙 컸고 실업에 대응할 만한 제도나 정책적 경
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거 선진국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수
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책이 제도화된 방식을 추진하기보다는 임
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그 결과 공공근로와 실업
자대부와 같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들37)에 정책역량이나 투입
예산을 집중하였다. 또한 정책의 시급성으로 인해 장기적 시야와 정교한
방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시행되었고, 여건 변화와 잘못된 예측을 조정하
는 신축적인 성격을 지니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남
아돌아 부적절한 대상자를 포함시킨 반면, 실업자대부사업은 예산부족으
로 수급자격의 제한이 엄격해지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실업률이 1999년부터 하락하면서 실업정책의 중심도 고용실
업정책의 초보적인 제도 설계로 이루어졌다.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인 확
대적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외환위기 실업대책에서 한시
37) 공공근로사업, 비정부예산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시행
된 실업자대부사업, 빈곤취약계층에게 적용된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실직자자녀학
자금지원, 결식아동지원 등이 이러한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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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행했던 정책들이 제도화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한시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공공근로나 실업자대부사업, 한
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이 여타 사회안전망 정책들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적절한 대상이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중복수혜되는 문제들은 계
속 발생하였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들이 필
요할 수도 있으나 이들이 여타 제도화된 정책들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인프라와 추진체계가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정책의 초점이 주로 전직실업자에 맞추어짐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이 취약했다. 도시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취업자,
농림어업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취약계층에 집중되
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개선 조치도 있었다. 근
기법의 일부조항(임금․휴게시간․주휴일․업무상재해 근로자 보호 등)
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1999년 1월), 최저임금
법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종래에는 1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
(1999년 7월), 부도․파산사업장(5인 이상)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
해 주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이 도입된 것(1998년 7월) 등은 영세사업장의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조치들이었다.
그 결과 <표 6-3>에서 보듯이 제도적 실업대책의 보호하에 있는 실업
자수는 1998년 44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155만 명의 28.4%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47.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의 증가는 대부분 실업
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부분이 컸다. 실제로 제도로 포괄되는 실업자수는
50만 명을 넘지 못하였다.
셋째, 외환위기가 초래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는 취약했다. 긴급하게 실업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를 합리화
하는 정책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
면서 비정규직이 통제되지 않은 채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중소기
업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악화되었
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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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환위기가 남긴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노동시장정
책 추진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넷째, 고용실업정책들 사이의 연계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이 취
약했다.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량실업은 한편으로는 경기회복으로 취업으
로 빠져나가기도 하였지만, 많은 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갔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 활성화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음을 의미
한다.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연계복지로서 자활사업이 설계되
었음에도, 자활사업의 근로연계적 성격은 매우 미흡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경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고용실업대책은 경제위기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임기응변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다. 그럼에
도 경제위기의 구조적 효과는 당시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도 임기응변식의 대응만으로는 사
회적 비용이 대단히 클 수가 있다. 경제위기가 남기게 될 중장기적인 효
과까지도 고려해서 일시적인 예산투입의 증감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실업정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대응이 필요하다
고 본다. 이는 이번 경제위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경제위기가 노동
시장에 어떠한 후폭풍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한 고용실업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7～98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실업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정책과 대상이 정확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실업자는 저
쪽에 몰려 있는데, 정책은 이쪽에 투입된다면 정책의 효과성은 크게 감소
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대상을 정확하게 타기팅하기 위해서는 실업과 고
용 문제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파악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의 전달체계와 부처간 협의구조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실업정책과 관련된 정책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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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2008년 가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금융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공황과 그에 대한 대
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대공황과 뉴딜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입각하여 금융위기가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국제협력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자금 투입, 팽창적인 재정정책 등을 시
도하고 있다. 대공황 시기에 국제협력이 실패함에 따라 세계경제 시스템
이 붕괴한 것이 얼마나 큰 비용과 비극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의 국내 정책에 대한 비판은 만만찮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
한 막대한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
이션 압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팽창 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시장경제의 왜곡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출구전략의 필요성
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경제학계에서는 뉴딜이 회복을 도왔는지
아니면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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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있다(Cole and Ohanian, 1999, 2004, 2007 ; Kehoe and Prescott, 2007,
2008 ; Temin, 2008, 2009). 더욱이 최근에는 후버 행정부의 친노동자적인
정책이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Ohanian, 2009 ;
Ebell and Ritschl, 2008).
세계 여러 나라의 현재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금융위기가 극심한 불황
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던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방향설정 과정에서 뉴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이란 표현이 정책의 큰 방향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서 인기를 끌었다. 뉴딜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
은 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대적인 토건사업에 집중되었다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다
양한 공공근로사업이 뉴딜의 대표적인 실업대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뉴딜의 핵심을 토건사업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지
적이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녹색 뉴딜’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심각한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뉴딜은 여전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
고 있다.
하지만 정작 뉴딜의 노동정책은 대중적인 논의에서 배제되고 학술적인
논의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기 일쑤이다. 이러한 정서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공황과 회복 과정에서 임금 경직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이 자
리를 잡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뉴딜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은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응
의 기본 방향으로서 ‘녹색 뉴딜’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노동정책이나 노
사관계 개혁은 뉴딜과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뉴딜에 대한 기대가 팽배
한 가운데에서도 1930년대의 뉴딜과 상반된 방향의 노동정책이 채택되는
현실에서, 대공황과 뉴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훈을 찾으려는 노
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공황 시기의 임금 경직성은 어떻게 이
해하여야 하는가? 뉴딜 노동정책은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회복
을 지연시키기만 한 정책적 실패였는가? 토건사업이 뉴딜 재정정책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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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었고 공공근로사업이 뉴딜 실업대책의 골간이었다는 인식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대공황과 뉴딜은 매우 복잡한 역사적 과정이었다. 다양한 원인이나 대
책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예 : 양동휴, 2000, 2009 ; 이헌대, 2008). 이 글은 실업과 노동정책에 초점
을 맞추어 대공황과 뉴딜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대공황 시기의 임금
경직성에 대해 살펴본다. 임금 경직성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임금 경직성의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본
다. 이 과정에서 임금 경직성이 대공황의 심각성이나 회복의 지체를 설명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아울러
임금 경직성의 원인이 노동운동이나 정부 정책 등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암묵적 계약의 결과였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회
복과 구호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뉴딜 정책을 평가한 다음, 노동정책에 초
점을 맞추어 뉴딜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뉴딜 노동정책이 “깨어진 약속”
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암묵적 계약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대
체했던 것임을 지적한다.
요컨대 이 글은 대공황 초기까지 미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특징지
었던 것이 암묵적 계약이며, 대공황의 장기화에 따라 이러한 암묵적 계약
이 깨어졌으며, 이를 대체하는 틀을 제공한 것이 뉴딜 노동정책이라고 파
악한다. 이처럼 사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약속이 깨어졌을 때 복지국가가
전면에 등장한 과정으로서 뉴딜을 평가하는 이 글은, 뉴딜의 시스템적 의
미를 “계약의 사회화”(박경로, 2009)라는 개념으로 요약한다. 오늘날의 관
점에서 뉴딜이 더욱 효율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하
지만 뉴딜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정책은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가
치체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내생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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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공황 시기 실업과 임금 경직성

1. 임금 경직성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논리
대공황 시기 실업문제는 그 규모와 확산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1929년에 155만 명이던 실업자수는 1933년에 1,300
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사후에 이루어진 한 추산에 의하면 실
업자수가 1929년 10월에 49만 2,000명이던 것이 불과 3개월 후인 1930년
1월에는 406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38). 1933년에 실업률은 25%에 육박
하였고 1940년까지 14%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업사태를 초래했던 대공황의 원
인에 대한 복잡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실물부문의 수
요 충격(Temin, 1976)이나 그릇된 화폐금융정책(Friedman and Schwartz,
1963), 은행위기의 비화폐적 충격(Bernanke, 1983), 자산가격의 폭락(Mishkin,
1978 ; Romer, 1990),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Eichengreen, 1992a ; Temin
1989), 세계적 차원의 관세 인상(Crucini and Kahn, 1996) 등과 같은 요인
들과 함께 이 시기 노동시장의 경직성 역시 대공황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
주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연구들은 1929～33년의 대공황을 1920～22년의 전후 불황과 비교하는 공
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O'Brien(1989)과 Vedder and Gallaway(1993)는, 과소소비론적인
이데올로기가 후버 행정부를 지배했고 미국의 고용주들이 이에 공감했기
때문에 1931년 9월에 U.S. Steel의 임금인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목임
금을 유지하는 정책이 지속되었다고 본다. 이들은 대공황 시기에 일어난
큰 폭의 디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후버 행정부가 과도한 임금지지정책을
시행하여 1929년에서 1931년 사이에 실물임금을 17%나 증가시켰다는 점
38) 루스벨트 행정부의 경제안정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의 추산;
양신호(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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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이 수요 충격을 더욱 증폭시켰고 결과적으로 유
례없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1920～22
년의 전후 불황 시기에는 불황이 짧게 지속되었고 회복이 신속했던 반면
에 대공황 시기에는 침체의 폭이 컸고 지속기간이 길었던 원인이 두 시기
의 임금변동의 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O'Brien(1985)은 공업부문 8개
산업(16개 산업)의 도매물가지수의 정점과 명목임금의 정점 사이의 시차
가 1920년에는 평균 2.25개월(3.03개월)이었음에 비해 1929년에는 13.69개
월(10.84개월)로 증가하였음--t=4.74(4.32)--을 들어 “1929～31년의 임금
경직성은 그 이전의 임금 반응과 분명한 단절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pp.1130～1131). Vedder and Gallaway(1993)는 자신들이 중시하는 개념
인 조정실질임금39)의 변동 방향이 두 시기에 정반대 방향을 보였음을 강
조한다. 최근에 Vedder(2008)는 대공황 초기보다 더욱 큰 충격을 수반하
였던 전후 불황이 대공황과 달리 신속하게 회복되었던 것은 무능하기로
소문난 하딩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40).
Bordo, Erceg, and Evans(2000)는 1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을 통해, 기대하지 못한 통화량의 감소가 임금 경직성이라는 전파
메커니즘을 통해 증폭되었을 때 대공황과 같은 규모와 지속성을 갖는 경
기침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7년에 이들의 연구가 NBER
Working Paper 형태로 처음 제시된 이후에 대공황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접근의 연구가 붐을 이루었다. 이들은 1933년 이후에 대공황으로부터 회
복이 그토록 지연되었던 이유를 실질임금의 경직 내지 상승을 초래한 뉴
딜 정책에서 찾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Cole and Ohanian, 1999, 2004)
최근에는 후버 행정부의 초기 대응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확
장되고 있는 듯하다.
39) 이들이 제시하는 조정실질임금(adjusted real wage)은 실질임금을 노동생산성으
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분과 같은 것이다((w/p)/(y/l)=wl/py).
40) Vedder는 2008년에 열린 의회청문회뿐만 아니라 2009년 3월 30일에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NYU의 Stern School이 공동주최한 Symposium on the
Great Depression의 Session 2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펼쳐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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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 and Ohanian(2001)은 대공황 시기에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은 제
조업이지 경제 전반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표 7-1 참조). 특히
Ohanian(2009)은 제조업과 달리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았던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대공황 초기에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였던 점41)을 강조하면서,
대공황이 후버의 제조업부문 임금지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Bordo et al.(2000)과 달리 농업부문까지 고려한 2부문 일
반균형모형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다. 요컨대 Bordo et al.(2000)에서 시작된 일반균형모형의 접근은 임금
경직성이 단순히 수요 충격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출발점이라는 주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표 7-1> 전후 불황과 대공황 시기의 농업과 제조업의 실질임금
농업 일당 임금1)
1920～22
전후 불황
연도

제조업 시간당 임금2)

1929～33
대공황

실질임금
실질임금
연도
(1920=100)
(1920=100)

1920～22
전후 불황
연도

1929～33
대공황

실질임금
실질임금
연도
(1920=100)
(1920=100)

1921

71.9

1930

93.0

1921

101.5

1930

102.1

1922

73.1

1931

76.8

1922

101.2

1931

106.8

1932

64.7

1932

106.5

1933

60.2

1933

104.2

주 : 1) U.S. Bureau of the Census(1976), p.468 : 농업 임금률은 일당과 GNP 디플
레이터에 기초해서 계산. 1947년부터 1997년 사이의 실질시간당임금의 평균
증가율인 1.4%에서 추세조정(detrend)해준 값.
2) 1920년대 자료는 NICB(1928)와 Beney(1936) : 25개 산업과 무연탄광, 철도,
건물거래업을 포함.
자료 : Cole and Ohanian(2001), p.190, Table 4, 5.

41) 1929～31년 사이에 농업부문의 노동시간은 1.5% 증가하였고 실질농업생산은 약
4% 증가하였다(Kendrick, 1961, 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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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경직성의 실상42)
대공황의 발생이나 전파 과정에서 임금 경직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
구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화는 정말
로 대공황 시기에 유례없이 심각해진 것일까? 1920～22년의 전후 불황에
비해 1929～33년의 대공황 시기에 명목임금이 더욱 경직적이었음은 분명
하다(그림 7-1 참조).43) 하지만 후자에 비해 전자의 시기에 디플레이션이
더욱 빠르고 심각했기 때문에 실질임금의 상승폭은 오히려 전후 불황기
에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표 7-2>는 추세조정을 하지 않고 도매물
가지수를 사용하여 두 불황 시기의 시간당 실질임금의 변화를 살펴본 것
으로, 대공황 시기에 비해 전후 불황기에 제조업의 실질임금 상승이 더욱
낮았다고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구심은 명목임금의 경직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그림 7-2 참조). 실업률이 높았고 디플레이션이 진행
되던 뉴딜 시기에 명목임금의 상승이 상당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대공
황 시기에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었던 것을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하였
던 1920～22년 불황과 단순히 비교하여 말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44)
42) 대공황과 같은 복잡한 사건의 원인을 임금 경직성에서만 찾는 시도들에 대한 비
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다. Cole and Ohanian(2004)에 실
린 “Discussion”만 보아도 이러한 비판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대공황 시기의
실업과 그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이 글에서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된 복잡
한 논쟁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대공황의 원인
을 후버 행정부의 정책에서, 그리고 대공황의 지속성의 원인을 루스벨트 행정부
의 정책에서 찾는 주장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공황 시기의 임
금 경직성의 실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 이와 관련하여 Lebergott는 ‘구성편향(composition bias)’의 문제를 지적한다. 전
기산업의 평균 시간당 임금률 자료는 GE와 Westing House의 자료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사례는 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직무 배치 전
환이나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로 인한 노동시간 조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10% 정도 하락하였음을 보여준다. ‘구성편향’의 문제란, 자료상으로는 이
러한 사실상의 임금 하락이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Dighe, 1997). 하지만
직무 배치의 전환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이 시기 명목임금의 경직성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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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미국의 실업률과 임금(1919～41)

자료 : 실업률 : Lebergott-BLS series(Smiley, 1983, p.488). 실질임금지수 = 제조업 평
균 시간당 임금(BLS data from U.S. Bureau of the Census, 1976, series
D-802, pp.169～170) ÷ 도매물가지수(NBER Series 04048: BLS Mimeographed
Release, “All Commodities, Wholesale, Price Index(1957～59=100) For 1913November, 1960”의 월별 자료를 연평균하여 지수조정한 값).
44) 20세기에 걸쳐 미국의 임금 경직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해서 1980년대에
많은 연구가 제시되었다. 특히 Schultze(1981, p.1153)는 미국에서 명목임금은 19
세기 말～20세기 초부터 이미 경직적이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약간 더 경직성
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O'Brien(1985)은 Schultze(1981)의 연구결과가 1920
～21년과 1929～33년, 1937～38년의 침체기를 포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Schultze(1986)는 검토시기를 확장하더라도 자신의 결론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Mitchell(1985)은, 기업별 자료를 통해 1923
～34년과 1959～64년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1923～34년에 임금변화의 편차가 더
컸고 임금 삭감에 대한 저항은 더 적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Sachs(1980)를
비롯하여 1980년대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2차 대전 이전보다 이후에 임금이 더욱
경직적으로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Allen(1992)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임금 경직성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 경직성의 변화 문제는 연구방법이나 자료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금 경직성의 강화가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임금 경직성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분
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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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제조업 실업률과 실질임금(AHE) : 전후 불황과 대공황

연도
1920
1921
1922

1920～22 전후 불황
실질임금
실업률
(1920=100)
5.2
100.0
11.7
146.7
6.7
139.3

연도
1929
1930
1931
1932
1933

1929～33 대공황
실질임금
실업률
(1929=100)
3.2
100.0
8.7
108.4
15.9
118.9
23.6
115.2
24.9
113.6

자료 : 실업률 : Lebergott-BLS series(Smiley, 1983, p.488). 실질임금지수 = 제조업 평
균 시간당 임금(BLS data from U.S. Bureau of the Census, 1976, series
D-802, pp.169～170) ÷ 도매물가지수(U.S. Bureau of the Census, 1976, series
E-40, p.200).
[그림 7-2] 미국의 필립스곡선(1920～41)

자료 : [그림 7-1]과 동일.

Dighe(1997)는 대공황 시기의 임금 경직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들
이 전후 불황과 대공황 시기의 디플레이션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
적한다. 1920년의 불황과 1929년의 불황이 시작되고 5분기가 지난 후에
도매물가지수의 변동은 전자의 경우에 24%가 감소했음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10% 정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두 불황 시기의 명목임금 변동에
서 보이는 차이는 물가변동폭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불황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불황 사이의 실물임금을 비교하면, 불황
이 시작된 이후 4분기부터는 전후 불황기의 실물임금이 대공황기의 실물
임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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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 Dighe and Schmitt(2008)는 제조업 총생산과 물가지수의
변화에 대한 임금의 반응을 월별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가 다소 복잡하기
는 하지만, 이들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
고 있다. 1922～39년에 걸쳐 생산이나 물가의 변화에 대해 임금은 경직적
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대공황 시기에 더욱 경직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
1922～29년의 번영기에 비해 1933～37년의 뉴딜 시기에 도매물가 변화에
대한 임금의 변화가 상방으로 더욱 유연하였다. 1920～22년은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서 매우 예외적인 시기이다. 특히 임금 경직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1920～22년과 1929～33년을 비교하면, 첫째, 두 불황기 모두
처음 2개월 동안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임금이 극도의 무반응을 보였다.
둘째, 전후 불황기에는 불황이 시작된 후 3～5개월 사이에 임금 삭감이
시작되었지만 대공황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셋째, 전후 불황기
에는 불황 시작 5개월 이후부터 임금 삭감이 급속한 디플레이션의 속도
를 따라잡지 못했음에 비해 대공황 시기에는 불황 시작 9개월 이후부터
상당한 폭의 임금 삭감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디플레이션
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전후 불황 시기에는 비교적 초기, 즉 4～6
개월 이후에 임금 삭감이 더욱 빠르게 일어났지만 7개월 이후부터는 디
플레이션이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었던 대공황 시기의 임금 삭감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1920～22년에 예외적으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약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 시기에 생산 감소가 초기부터 급속하게 일어났
고 디플레이션도 더욱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
다. 전후 불황과 대공황 사이에 임금 경직성의 차이가 컸다고 믿어지는
것은 화폐환상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공황 시기 전
반에 걸쳐 임금이 경직적이었던 것은 아니며,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31년
가을부터는 임금 삭감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또한 전후 불황기와 비교하
여 대공황 시기에 명목임금 하락이 늦게 일어난 것은 두 시기의 디플레이
션의 폭과 속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후 불황
은 제1차 대전 시기에 물가와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뒤에 발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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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에 비해, 대공황은 1920년대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임금 경직성의 원인45)
1920～22년의 전후 불황과 비교할 때 대공황 시기에 실질임금의 증가
가 더 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늘어나던 초기에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 경직성의 원인은 무
엇인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방식으로 대공
황에 대한 초기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46)
가. 노동계약 외부의 요인 :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제약
거시경제학 교과서들 가운데에는, 대공황 시기의 임금 경직성과 관련하
여 20세기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제, 실업수당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제
를 도입한 것은 전국산업부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 NRA)
이 1933년 중반부터 1935년 중반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이 최초이
다.47) 그 이전에 주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것은 7개 주에 불과
45) 기존 연구나 NICB 자료 등과 관련하여 Dighe(1998)의 연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까지 포함하여 기존 연구들을 외부적 요인과 공급
측면, 수요측면, 암묵적 계약이라는 틀 속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암묵적 계약이론
과 공정성을 고려하는 효율임금가설이나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을 통합하여 설명
하고 이를 불완전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뉴딜 이전의 노사관계를 ‘관계
적 계약 중심의 시스템’으로 정리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세부적으로도 Dighe
(1998)와 견해를 달리하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한다.
46) 그런데 이러한 설명 가운데에는 대공황 시기뿐만 아니라 뉴딜 시기의 임금 경직
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다.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 시기 노동정책에 대한
검토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임금 경직성의 원인에 대한 검토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논의를 미루지 않을 것이다.
47) 최저임금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한 것은 1938년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이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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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 경우에도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를 위헌으로 규정한 1923
년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마저도 고용주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Benjamin and Kochin(1979)이 영국에서 높은 실업률과 임금 경직성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실업수당도, 미국의 경우에는 1937년 이전에는
주 차원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또한 1920～22년과 비교할
때, 대공황 시기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협상력이 매우 낮았던 시기였
다.48)
다음으로 가장 흔히 제시되는 설명은 과소소비론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실제로 후버가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공황 시기에
임금 삭감에 반대할 때에 1920년대의 번영기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충분
히 증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기업가들도 이러한 후버 행정부의 임
금지지정책에 동조하였다.49) O'Brien(1989)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전후
불황 이후에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불황을 방지하거
나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1920～22년의 전후 불
황 시기에 상당히 활발하게 임금 삭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이윤 감소와 파산 확산을 막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
48)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49) 1929년 11월 21일에 후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산업계 대표들과 만나 스스로 임
금 삭감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사회 질서와 산업평
화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관점은 임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 산업계 대표들은 기본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 날 오
후에 나는 대표적인 노동계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였고 그들도 이 정책에 따를 것
이라는 보장을 받았다. 이 정책은 애국적인 태도에 기초하여 일부 임금 요구를 철
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Herbert Hoover(1952), The Memoirs of Herbert
Hoover: Volume 2, The Cabinet and the Presidency, 1920～33, New York,
Macmillan, pp.43～44; Ohanian, 2009에서 재인용). 산업생산이 30% 이상 감소한
1931년 초에 산업계가 임금삭감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후버는 “번영기에 상품 가
격이나 기업 이윤, 배당금이 상승한 만큼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임금은
전반적으로 하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Time, 1931년 4월 13일자; Ohanian,
2009에서 재인용). 심지어 1931년 가을에도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
는 이유로 백악관은 산업계의 임금삭감 요구를 거절하였다. 1931년 9월에 U.S.
Steel이 임금인하를 결정하기 전까지 비경쟁부문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후버의 임
금정책을 따랐던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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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Dighe(1998)는 당시 미국의 기업가들이 임금지지정책의 이유로
구매력 유지이론을 표방했던 것은 그들이 이 이론을 믿었기 때문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당시에 인기 있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편의상 이용했던 것일 뿐이라는 것이
다.50) 또한 1920년대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무엇
보다 대공황 시기에는 임금이 하방경직적이어서 시간당 실질임금이 상승
했다고 해도,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라 주당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림 7-3 참조). 이런 사실들을 상기해 볼 때, 과소소비론은 기업가들뿐
만 아니라 후버 행정부에게도 정책의 기초가 되는 신념이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편리한 이데올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7-3] 대공황 시기 시간당 실질임금과 주당 실질임금(1929～33)

주당 실질임금

시간당 실질임금

주당 노동시간

자료 : 임금과 노동시간 : Beney/NICB(1936); 소비자물가지수 : NICB 자료를 삽입한
BLS자료(Dighe, 1998에서 재인용).
50) Krooss(1970)는 “기업가들이 구매력이론을 정말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평
가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헨리 포드는 당시에 구매력이론의 상징이었다고 한
다. 1914년에 일당 5달러 정책을 도입했던 포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수 없
다면 나는 자동차를 팔 수 없다(If they can’t buy cars, I can’t sell them)”는 말
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Raff(1988)에 의하면, 포드의 진짜 목적은 노동
조합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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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공황 시기 임금 경직성의 원인이 노동계약 외부의 제도적 압
력이나 이데올로기적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것은 계약의 내부, 즉
계약 당사자들의 행위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공급측면과 수
요측면의 요인들을 강조하는 여러 설명들을 살펴본 다음,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암묵적 계약이론의 설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공급측면의 요인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으로 Lucas and Rapping(1969)의 노
동공급 모델과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 모델을 살펴보자. 고전학
파 전통의 균형모형과 같이 노동공급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실질임금의
함수라면,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Lucas and Rapping(1969)과 Lucas(1972)는, 노동
자들이 실질이자율과 실질임금률이 정상적인(normal) 수준에 비해 낮다
고 믿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줄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이 모형화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이자율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그렇게 크
고 기간간 노동공급의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 of labor supply)
가 그렇게 활발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 그토
록 오랫동안 예상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Bernanke
(1985)는 1930～33년의 사후적인 실질이자율이 20세기 전 기간에 걸쳐 최
고 수준이었던 점에 주목한다. 이 때문에 그는, 임금과 물가가 하락하여
노동자들이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사전적
인 실질이자율이 낮아져서 노동공급을 줄였다는 Lucas and Rapping
(1969)의 설명을 기각한다. 또한 그는, 1929～31년에 실질임금이 계속 상
승하고 있었고 명목임금의 하락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런데도 노동자들이 명목임금 하락을 실질임금 하락으로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줄였다는 Lucas(1972)의 설명이 타당하려면, 임금과
물가에 대한 정보의 전파가 극도로 느렸다는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
만 대공황 시기에 디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예상되지 못했다는 가정에 대
해서는 비판적인 연구가 많다(예 : Cecchetti, 1992). 무엇보다도 시장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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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정하는 균형모형은 실질임금의 상승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지 대공
황 초기의 명목임금 경직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한편 내부자-외부자 모델은 실업의 이력현상(hysteresis effect)을 설명
하는 이론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이 이론이 노동자나 기업의 개별
적인 선택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노동시장의 공급 측
면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emin(1989, 1990)은, 뉴딜의
제도적 변화에 의해 확산된 단체교섭으로 인해 임금결정과정이 이미 고
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 때문에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실질임금이 상승
했다는 것이다. NRA 첫해인 1933～34년에 명목임금이 20%나 상승한 것
을 개별 기업가들의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러한 상승은 국가의 입법과 정책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조직된 취
업노동자들이 지대를 추구하여 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직 상태의 외부자
들을 배제하도록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Temin, 1990, pp.302～303). 뉴딜
시기 실업의 지속성과 실질임금 상승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는 제도적 변
화에 따른 내부자들의 힘과 함께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자본스톡 감
소의 효과도 강조하고 있다(Temin, 1989, pp.151～157). 그가 강조하고 있
지는 않지만, 장기실업에 따른 인적자본의 손실이 외부자들의 힘을 약화
시켰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부자-외부자 모형의 설득력을 증가시켜 줄 것
이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 실업과 임금을 설명함에 있어서 내부자-외부자 모
델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 모형은 뉴딜 시기, 특히 2차 뉴딜 시기
의 실질임금 상승을 설명하는 데에는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대공황
시기의 임금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 틀은 아니다. 1920년대는 조직률에
서나 협상력에서나 노동조합이 매우 취약했던 시기였다. 물론 1930년 가
을에 소기업들이, 그리고 1931년 가을에는 대기업들도 임금 삭감을 자제
하겠다던 약속을 파기했을 때, AFL의 의장 그린(William Green)이 노동
자들에게 파업으로 맞설 것을 독려했고, 1930년에 비해 1931～32년에 파
업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30년의 파업 건수가 매우 낮았
던 것을 감안할 때, 역사상의 다른 불황기와 비교하여 이 시기의 파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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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나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노동운동은 대
단히 취약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석탄산업이나 의류산업의 강성
노조들은 1932년 말에 괴멸되어 있었다(Jacoby, 2004, p.161).”
둘째, 1933～34년의 임금 경직성에 대한 설명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
지 않는다. NRA의 깃발 아래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한다는 루스
벨트의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NRA 규정(codes)이 만들어지
는 과정은 산업계에 의해 주도되었다(Mitchell, 1947[1975], pp.238～243;
Gordon, 1994, pp.171～178). 인쇄업이나 일부 봉제 노동자들을 제외한 사
실상 모든 제조업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없었다. 그 결과 공장 노동자의
90% 이상을 구성하였던 비노동조합 노동자들은 NRA 규정 작성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51) 더욱이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NIRA)은 1935년 5월에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았
다.52) 설령 NRA 규정이 임금 결정에 관한 내부자들의 차별적인 개입에
유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지속 기간은 2년도 채 안 되었던 것이다.
셋째, 이 모형이 비교적 설득력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1930년대
중후반의 경우에도, 이 모형의 설명은 제한적으로만 타당성을 갖는다. 왜
냐하면 뉴딜의 제도 변화가 내부자들의 힘을 강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실업자들이 내부자들과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었다면 내부자들의
힘은 훨씬 약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부자들의 힘이 강해진 것과
장기실업자들의 외부자로서의 무력함이 결합될 때 내부자-외부자 모형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내부자들의 임금 경직성이 내부자들
이 의도하거나 노력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기업특수적인 기술에 숙련된
더욱 양질의 노동자들의 사기를 기업들이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임금 경직성에 대한 내부자-외부자 모형의 설명
역시 순수하게 공급 측면의 설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51) 혹자는 NRA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측이 얻은 것은 시간당 40센트의 최저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감축, 주당 소득을 보상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의 상승과 같은 의무
규정들밖에 없었다고 한다(Mitchell, 1947[1975], pp.240～241).
52) 이 법은 내부적인 모순과 다양한 이해의 충돌로 인해 위헌 판정 이전에 이미 힘
을 잃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나 경기회복에 있어서나 실패했다
는 인식이 확산되어 전방위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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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1930년대 중후반에 임금이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비숙련 노
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과 별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체 가능성이 높아 협상력이 낮
았던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슷하게 상승
하였다는 점은, 이직 방지를 중시하는 효율임금가설이나 암묵적 계약
이론과 함께 내부자-외부자 모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 수요측면의 요인
노동에 대한 수요자, 즉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임금을 내리지 않을 이유
로 흔히 설명되는 것이 효율임금가설(efficiency wage hypothesis)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효율임금가설들은 태업이나 이직, 역선택 등에 대한 우
려 때문에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도 실질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와 같이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태업이나
이직, 역선택,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의 위협 대신에 임금 수준
의 유지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53) 더욱
이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에서 출발하는 뉴케인지언 전통의 효율임금가설
들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만, 수요측 충격으로 인
한 경기변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Stiglitz(1986)와 Yellen(1984), Solow(1979) 등은 효율임금가설의 입장
에서 명목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적화하는 경제주체를 상
정하는 뉴케인지언 전통에서 벗어나 사회학적, 혹은 행태주의적인 가정
에 의존하는 설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임금과 노력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효용함수를 상정하는 접근보다는
임금 결정이 사회적 관례(convention), 혹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 원리와 관련된다는 생각, 예를 들어 자신의 임금뿐만 아니라
53) Jensen(1989)과 같이 뉴딜 시기의 장기실업을 효율임금가설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Temin(1989)이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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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임금까지 고려하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 효율임금가설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정은 상대적 임
금(relative wage)과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다.54)
우선, 상대적 임금의 하락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살펴보자. Keynes(1936)는 노동자들이 절대적 임금보다 상대적 임
금 수준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만약 각 기업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업들이 명목임금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
고 믿는다면 어떤 기업도 (화폐) 임금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Stiglitz
1986, p.192). 이러한 착상을 모형화한 것이 Summers(1988)의 연구이다.
‘상대적 임금’에 대한 고려는, 동일한 직업이라면 서로 다른 산업이나 기
업에서 임금격차가 적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는 것으로 간주된다.55)
이에 비해 ‘공정성’이 노동자들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가정
은 동일 기업 내의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숙련도의 차이에 비해 적
을 것이라는 ‘임금 압축(wage compression)’을 강조한다. Akerlof(1982,
1984)는 사회학의 ‘선물교환이론’이나 공정성에 대한 인간의 선호가 강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심리학적 실험의 증거들, 노동자들의 처우에
서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는 인사관리분야의 경험적 지침들 등으로부터
‘공정 임금-노력’이란 개념을 도출하였다. ‘최저 필요 수준을 넘어서는 임
금’을 선물로 지급했을 때,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동규범이 개선되어 ‘최
저 필요 수준을 넘어서는 노력’이라는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노력이 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공정한 임금
과 실제 임금이 얼마나 근사한지의 함수라고 가정할 때에, 노력을 객관적
으로 관찰하기가 더욱 쉬운 비숙련 노동자들이 실업에 더욱 노출되기 쉽
54) 한편 Akerlof and Yellen(1985)은 효율임금가설이 명목임금 경직성을 통한 경기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임금 결정에서의 ‘근사 합리성
(near-rationality)’을 제시하였다. 총수요 충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임
금을 조정함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역효과를 생각해서 명목임금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종의 ‘메뉴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설명에 따르면 임금은 하방뿐만 아니라 상방으로도 경직적이어야 하는
데, 이는 1920～30년대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Dighe, 1998).
55) 사실, Keynes(1936)의 생각이 동일 기업 내의 임금격차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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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더욱 복잡한 계약에서 극대화하는 주체들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실
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56) 특히 Akerlof
and Yellen(1990, p.281)은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명목임금 수준은 명목
총수요의 변화만큼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이론이
명목임금의 경직성과 수요측 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노동자들이 화폐임금에 집착한다면, 비록 그 집
착이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임금 결정에서 이러한 비합리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Stiglitz(1986, p.192)의 설명과 상
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임금’이나 ‘공정성’에 대한 고려는 대공황 시기의 임
금 경직성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가? Dighe(1998)는 Beney/NICB(1936)
자료를 이용하여 1929～31년이나 1929～33년에 산업간 임금격차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대적 임금가설이 대공황 시기의 역사적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신호(2000)의 계산에 기초하였을
때, NICB자료에 나타난 제조업 25개 산업간 시간당 평균임금의 평균편차
는 확실히 대공황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7-4 참조).
하지만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었던 대공황 초기, 즉 기업들이 명목임금
의 삭감을 자제하던 1929～30년에는 이러한 산업간 편차의 증가가 그다
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7-4 참조). 또한 25개 제조업의 시간
당 평균 명목임금의 무가중평균과 표준편차는 1931년 6월에 각각 -4.1%
와 4.3%이던 것이 1933년 6월에는 -22.4%와 7.0%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대공황 초기에 임금이 경직적이던 시기에는 산업간 임금격차
가 늘어나지 않다가 임금 삭감이 진행되면서 산업간 임금격차는 증가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공황 시기의 임금 변동은 조직력이나 협
상력이 약했던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과정에서 상대적 임금의 형평성을
지켜내는 데 실패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공황 초기에
56) ‘공정성’을 강조하는 효율임금가설은, 개인적인 최적화에 기초한 효율임금가설의
모형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1) 임금 압축과 2) 산업간 이윤과 임금 수준 사이의 강
한 양의 상관관계, 3) 숙련도와 실업률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 4) 산업별 임금 프
리미엄의 존재 등과 같은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kerlof and
Yellen, 1988,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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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NICB자료의 25개 제조업간 시간당 평균임금의 평균편차

자료 : NICB(1950), The Economic Almanac, pp.336～337를 이용하여 양신호(2000)
가 계산(p.220).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임금에 대한 고려가 전
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대공황 시기의 임금 경직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도 매우 어렵다. Dighe(1998)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어
이 가설이 대공황 시기의 경험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929년에
제조업 25개 산업 가운데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노동조합
프리미엄을 생각할 수 있는 3개 산업을 제외하면 숙련 및 반숙련 남성 노
동자와 비숙련 남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의 상관계수는 0.76으로서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 의미를 갖는다(p.22, p.40). 둘째, 임금 삭감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숙련도나 직업군과 무관하게 기업마다 일률
적으로(flat-rate wage reductions)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기록
들이 많다(pp.23～24). 또한 Dighe(1997)는 NICB의 임금 자료를 통해 볼
때, 집계적 차원에서는 숙련, 반숙련, 비숙련 남성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
금 변화가 1933～37년의 회복기와 1937～39년의 침체기뿐만 아니라 1929
～33년의 대공황 시기에도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Dighe(1998)도 인정하듯이 그가 인용한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
분 NICB나 경영컨설팅 잡지인 Bobson's Report 등에 나타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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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금 삭감이 무차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당
시의 기록들은 기업들의 의도를 선전하기 위한 것들이므로 어느 정도 과
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NICB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여성들의 임
금 삭감 폭이 더욱 컸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1931년 이후의 임금 삭
감이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관찰도 만
만찮다. 예를 들어 Jacoby(2004)는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인 임금 삭감을
단행했던 것은 아니다. 자동차나 타이어, 그리고 기타 여러 산업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의 의도대로 핵심적인 그룹들 ― 통상적으로 숙련 노동자들
―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따라서 통상적인 임금격차 구조를 심각하게 뒤
흔들어 놓는 방향으로 임금 삭감이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의 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상대적
으로 비숙련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 삭감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수년 후에 경영자들을 괴롭히는
부담으로 되돌아왔다”(p.161)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1920년대
에 안정적이던 교육 프리미엄이 대공황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1933
～34년에 정점을 이룬다는 Goldin(2000)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무
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임금 삭감에 있어서 형평성 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를 고려하고자 한 기업들의 배려가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노동자들이 대공황 시기의 임금 삭감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었으
며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게 되었다고 느꼈다”는 것이
다(Schatz, Ronald W.(1983), The Electrical Workers, p.106 ; Dighe,
1998에서 재인용). 이것은 기업들이 1920년대에 다양한 인사관리 프로그
램들을 도입하면서 시도했던 세심한 노사관리를 포기하고 대공황 시기에
“거친 노사관리 방식으로 회귀하는 경향”으로 인식되었다(Schatz, 1983,
p.62 ; Dighe, 1998에서 재인용). 요컨대 대공황 시기의 임금 삭감 과정에
서 차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평이
심해졌다고 노동자들이 인식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1930년대 후반의 2차 뉴딜 시기에 모든 산업에서 노동조합이 성공적으로
결성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Jacoby, 2004 ; Dighe, 1998).
한편 Dighe(1998)의 주장과 달리, 대공황 시기의 명목임금 경직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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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 있어서 ‘공정 임금-노력 가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임금 삭감
이 정말로 무차별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오히려 임금 삭감이 얼마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
한 기업들의 주장과 임금 삭감의 공평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사이에
이처럼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가설의 설득력을 말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임금 삭감의 공평성을 그토록 적극적으
로 주장해야 했다는 것은, 공정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에
대해 기업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아울
러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는 사실
도 공정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57) 결국 중요한 문제는 공정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
자들의 인식이 디플레이션의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확실
한가 하는 점이다.
Bernanke(1986)는, 노동조합이 취약하고 수요자가 주도하던 대공황 시
기의 미국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자들의 조정이 느렸기 때문에 명목임
금이 경직적이었다는 케인지언들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
공황 시기의 실질임금 상승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Lucas(1970)의 가정
을 도입한 모형을 이용하여 1929～33년과 1933～39년의 실질임금 변동을
설명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58)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하자 기업들이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와 노동시간 단축을 시도하
였다. 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노동공급 측면의 제약, 즉 노동
자들의 최소효용수준(reservation utilities)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에 비
례할 정도로 주당 임금을 감소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도록 하는 힘이 작용했을 테지만, 이 힘은 주
57) 조직관리분야의 경영학자인 Herbert Meyer는 1975년의 한 연구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체계적인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가
행한 네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68～86%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성과가 상위 25%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Akelof and Yellen, 1988, p.48).
58) 이 모형은 기업들이 노동자와 기계의 숫자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이나 가동률을 변
화시킴으로써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노동자들도 임금만 보고
일자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노동시간의 결합으로 결정되는 총효용을
감안하여 노동공급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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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임금이 낮아짐에 따라 생기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 압력을 완전히 상쇄
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즉 1929～31년에 시간당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
은 주당 실질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31년
중반부터 1933년 중반까지 시간당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실업률의 압
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졌기 때문인 것이다.59)
한편 1929～33년에 대한 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명목임금의 조정 속
도가 실업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예측하는 데에는 중요하지 않으나 실질
임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1933～39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뉴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도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난 상승폭
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뉴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요컨대 그의 연구는, 1930년대 미국의 실질임금 상승을 설
명하기 위해서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숙련-비숙련 노동자 대체,
명목임금의 경직성, 정부 정책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절충
적인 결론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암묵적 계약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s theory)은 고용계약을 현물시장
(spot market)에서의 계약으로 파악하기보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장기
적인 관계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런데 1970년대에 제시된 위험전가
(risk-shifting)형의 암묵적 계약이론 모형들이 1920～30년대 미국의 고용
과 임금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대공황에
59) 이러한 설명은 기업들이 수요 감소에 직면하여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자리나누기
를 선택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한다. 한편 Lucas
(1970)의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Bernanke(1986)의 연구는 명시적으로 효율임금
가설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금 경직성의 원인이 되는 ‘최소효용수준’이
라는 개념은 효율임금가설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최소효
용수준’이 노동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정성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육체적 생존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효율임금가설의 초기 형태,
즉 노동자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소위 ‘후진국형
효율임금가설’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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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에서 암묵적 계약이론이 외면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암묵적
계약이론이 더욱 일반적인 맥락에서 재해석됨에 따라, 임금 경직성이나
내부노동시장을 비롯하여 대공황 시기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대
표적인 설명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준적인 암묵적 계약이론의 모형들(Azariadis, 1975 ; Baily, 1974 ; Gordon,
1974)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험기피적이라고 가정하고60) 기업들은 위험중
립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평균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간
주한다. 하지만 1929～33년의 대공황 시기에 임금 수준이 더욱 경직적이
었던 기업들은 1929년에 더욱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던 기업들이었
다(Dighe, 1997, pp.94～97).
노동자들이 위험기피적이라면 높은 임금보다 규칙적인 임금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나 노동시간 단축보다 시간당 임금의 삭감을 선
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이 일자리를 보전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방지해 주는 긍정적
인 효과를 갖는다는 기업가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 같다. 실제
로 산업별, 혹은 기업별로 볼 때에 고용 감소는 주로 각 산업이나 기업이
처한 상태의 함수이지 임금 경직성의 함수는 아니었던 것 같다. NICB의
보고에 기초한 추정에 따르면, 1929～32년 사이에 임금 삭감을 하지 않은 기
업들의 경우에는 고용 감소가 14.7%였음에 비해 임금을 삭감한 기업들의 경
우에는 고용 감소가 29.7% 정도였다고 한다(National Industrial Conference
Board(1932), Salary and Wage Policy in the Depression, New York,
pp.15～16, 51; Dighe, 1998, p.27에서 재인용).
수요 감소에 직면하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고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피하다고 노동자들도 생각한다면, 높은 주당 임금보다 고용 보
장을 더욱 선호하는 노동자들로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실제로 대공황 시기에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저항
60) 이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이다. Bakke(1940, p.67)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명 가
운데 90명의 노동자가 “주저 없이” 불규칙하지만 높은 임금 수준보다 낮더라도
규칙적인 임금을 더욱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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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없었다. 이 경우에 시간당 임금의 삭감이 일자리 보전이나 노동
시간 단축의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주당 임금을 더욱 감소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에 반대할 것이다. 요
컨대 일자리나누기를 생각한다면 암묵적 계약이론이 가정하는 위험기피
적인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Stiglitz(1986, p.178)가 지적한 바
와 같이, 기업들이 충분히 위험기피적이어서 수요 감소에 직면할 때 임금
지급액을 줄이고 싶어하는 한, 기업들도 정리해고보다 일자리나누기를
선호할 것이다. 실제로 대공황 초기에 미국의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자제
하고 일자리나누기에 적극적이었다. 암묵적 계약이론을 명시적으로 도입
한 연구는 아니지만, 대공황 시기의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려는
Bernanke(1985, 1986)의 연구에서도 일자리나누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택하지 않
고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한 이유를 Bernanke(1985, pp.15～16)는 ‘정태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 grounds)’과 ‘노동퇴장(labor hoarding)’으로 설명
한다. 정태적 효율성은, 골간이 되는 소수의 노동자들만 데리고 풀타임으
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세트를 구성하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파트타임으로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가
정이다. 하지만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 감축은 정리해고에 비해 더욱
큰 폭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예 : Feldstein, 1967).
‘노동퇴장’이란 개념은, 정리해고 후에 남은 노동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
향을 비롯한 해고비용과 미래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고용하는
데 따른 재고용비용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경기침체기에 해고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퇴장은 동태적
효율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대공황 시기에 기업들이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려
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던 것은, 암묵적 계약이론이 말하는 바와 같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성에 의해 합리화될 수 있다.61) 또한 일자리
61) Bernanke(1986)의 시뮬레이션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1932년에도 일자
리나누기가 상당히 광범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Berna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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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임금지급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삭감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더욱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위험중립성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경직적인 임금률 정책의 대가가 낮은 임금 수준이 아니라면 기업들은
무엇 때문에 임금 삭감을 자제하는가? 명시적인 암묵적 계약이론의 틀
속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으로서는, 임금 삭감이 이직비용을 증가
시킨다는 Okun(1981)의 설명과 기업의 평판을 나쁘게 하여 노동자들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Newbery and Stiglitz(1987)와 Bull(1987)의 설명
등이 있다. 하지만 이직이나 태업, 사기 저하의 방지나 상대적 임금과 공
정성에 대한 고려 등등의 다양한 모형의 효율임금가설들이 모두 이에 대
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임금 삭감을 자제한 이유로 이직이나 태업의 방지를 강조하는
설명은 대공황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암묵적 계
약의 위반으로 간주한다면, 불황기에 임금을 삭감당한 노동자들은 외부
조건이 개선될 때 기업을 떠나거나 감시를 피해 노력을 줄일 것이다. 이
처럼 이직이나 태업의 비용이 존재한다면 임금 삭감과 같은 의사결정은
단기에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에는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이 떠나거
나 게을러지는 데 드는 비용이 암묵적 계약을 자기이행적(self-enforcing)
계약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 설명에 의하면 기업이 붙잡아둘
가치가 높거나 감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하방경직적이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에는 대체하거나 감시하기 어려운 노동
자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도 하방경직적이었다는 점
에서 이 설명들은 설득력을 잃는다.62)
이에 비해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자제한 것이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를
and Parkinson(1991)은 기업들이 일자리나누기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로서 한꺼번
에 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할 경우에, 당시에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몇 가지 실업수당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런데 이
러한 기업 차원의 실업수당제도 역시 암묵적 계약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
라 할 수 있는 내부노동시장의 발달에 따른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2) Dighe(1998)는 NICB 자료에 기초한 산업별 회귀분석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 비중
이 높은 산업의 임금이 덜 하락했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음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Okun(1981)의 이직비용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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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대공황 시기의 많은 기록들에 의해 뒷받
침된다. 임금을 삭감하면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깨어져 노동자
들이 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이 설명은 효율임금가설
과 상통한다. 하지만 노력이 실질임금 수준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표준적
인 효율임금가설과 달리, 암묵적 계약이론은 공정성이나 상대적 임금에
대한 고려와 같이 명목임금 수준의 유지나 기업 차원의 다양한 복지 프로
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이제 신뢰의 상
실이 초래하는 노력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
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당시의 여러 설문조사나 연구들은 노동
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에 보복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보복이 광범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예 : Bakke, 1940 ; Slichter, 1929). 또한 대공황 시기에 ‘과학적 관리’
의 창시자인 Frederick Taylor를 비롯하여 테일러 협회나 경영자 컨설턴
트, 1차 대전 이후에 발전해 온 인사관리정책의 개발을 위한 경영자단체
인 Special Conference Committee 등은,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공정하
지 못한 부당한 대우(aggrievement)로 인식할 경우에 기업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되풀이하여 경고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Dighe, 1998).

제3절 뉴딜의 실업대책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중시하여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자제하려던 초기의 노력은 대공황이 장기화되면서 수포로 돌아갔
다. 1931년 가을부터 시간당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가 모든 산업에 걸쳐
시작되었다. “깨어진 약속”(Jacoby, 2004, pp.161～166)의 시기에도 실업
률은 계속 상승하였다.
은행위기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비농업부문의 실업률이 40%에 육박하
던 시기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회복과 구호, 개혁을 위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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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New Deal)” 정책을 실시하였다. 금본위제 이탈과 달러화의 평가절하,
은행과 증권시장의 개혁, 국유 전력회사(TVA)의 설립, 전국산업부흥법
(NIRA)과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 AAA)을 통한 생산
통제와 가격 및 임금 지지, 각종 구호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정
책 등이 시도되었다. 경기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
다. 1935년 5월에 NIRA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기 전에 이
미 NIRA의 실패가 분명해 보였다. 1936년에 재선된 이후에 루스벨트는 2
차 뉴딜을 통해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호정책
을 더욱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재정팽창을 시도한다. 하지만 재정지출의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필요지불준비율을 인상하면서 1937년에 다시 경
기침체를 맞게 된다.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은 제
2차 대전이 시작된 이후라는 추정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복잡한 뉴딜 정
책을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흔히 뉴딜의 실업대책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실업자들과 빈민들에 대한 구호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며, 근본적으
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실업대책은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정책과 구
호정책을 중심으로 실업대책을 논의한다.

1. 회복정책
오늘날의 관점에서 뉴딜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이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금본위제로부터 이탈하여 달러화를 평가
절하한 정책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 공개시장조작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은 팽창적인 화폐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37년에 필요
지불준비율을 2배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한 것 등을 보면, 이러한 정책은
총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이었다기보다 19세기 말의 인민주의(Populism) 이
래의 전통에 기초한 궁여지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외화가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통화량이 늘었고 이자율이 떨어져 투
자와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 팽창과 함께 디플레이션이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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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기대는 경기 호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재정지출의 증대는 상당부분 구호(relief)정책을 위한 것이었다. 구호정
책의 뿌리는 헌법적 혁명이었다. 국민의 권리의 핵심을 ‘정부로부터의 자
유’에서 찾던 19세기의 인식에서 실업과 빈곤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의 위
험,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하게 된 인식의 전
환이 구호정책의 배경을 이루었다는 것이다(박경로, 2009).63) 케인스주의
와 거의 아무런 관련 없이 시작되었고, 균형재정에 대한 압박을 느꼈으며,
구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경기회복이 시작된 이후라는 점에서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후버
행정부의 재정팽창에 비해 루스벨트 행정부 시기에는 처음부터 재정지출
의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정책 레짐의 변화를 보여주어 기대의 반전
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호사업의 선정에서 경제적 변수보다
재선승리를 위한 정치적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평가를 받
기도 한다. 하지만 실업과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구호정책은 뉴딜에서 가장 성공
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루스벨트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시행한 경기회복정책에서 핵심적인 위
치를 차지했던 것은 NIRA나 AAA였다. 이들은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가
격과 소득을 지지하고 구매력을 회복시킴으로써 극심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던 정책이었다. NIRA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정지시켰고, 산업의
대표들이 생산설비와 가동 시간,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
며, 이 규정들은 정부의 인가를 통해 법적 효력을 얻었다. 노동시간 단축과
63) 뉴딜 이전의 커먼 로 체제하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정부로
부터의 자유(rights against government)’로 국민의 기본권을 정의하였다
(Sunstein, 1997). ‘자유주의’의 역사와 그 몰락에 대해서는 양동휴(2009, pp.43～
60)를 참조. 루스벨트는 1941년에 ‘제2차 권리장전’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용하면서도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질 권리, 충분한 식품과 의복,
여가를 누릴 만한 소득을 얻을 권리, 모든 가족이 제대로 된 주택을 가질 권리,
충분한 의료혜택과 건강을 누릴 권리, 고령과 질병, 사고, 실업의 경제적 공포로
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FDR, Jan.
11, 1944 ; Sunstein, 2004에서 재인용). 박경로(2009)는 이러한 권리를 “공포로부
터의 자유”라고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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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이 노사합의 조건에 포함되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
는 규정은 NIRA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와그너법(Wagner Act, National
Labor Relation Act: NLRA)으로 발전되어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이 계획경제를 꾀하지 않고 카르텔
화를 통한 가격지지정책이 성공하기란 애초부터 쉽지 않은 것이었다(양
동휴, 2000).
과잉생산이 줄곧 문제가 되어온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경작지 제한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을 통제하고 가격을 지지하였
다. 대규모 농가는 혜택을 보았으나 일자리가 줄게 된 농업노동자와 경작
지에서 추방되게 된 소작농들은 타격을 입었다. AAA는 기계화를 촉진시
킴으로써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초래하여 생산 감축의 효과가 상쇄되었
다거나 대규모 상업적 농업에 유리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하지만 미국 농민운동의 권위자였던 살루토스(Theodore Saloutos)가 지
적한 바와 같이 “온갖 곤궁에도 불구하고 소작인, 영세농, 농업노동자들
이 폭력적 반발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
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에 남아 있을 능력이 있는 자본과 자원을 갖춘
농민들에게는 뉴딜이 큰 은혜였다. 농업이라는 생산 분야가 최악의 시점
에 달했을 때 뉴딜이 많은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다(양동휴, 2000,
p.188에서 재인용).”
요컨대 공급 측면의 회복정책들은 총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총수요 확
대 효과를 상쇄하였으며,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순전히 경제적 효율성과 완전고용의 측면에서 보자
면 더 나은 정책들이 채택되었어야 할 것이란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Vedder(2008)가 주장하듯이, 1920～22년의 불황기에 하딩이 그랬던 것처
럼 대공황 시기에도 경기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까?
전후 불황과 대공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우선, 전후 불황은 전시경제의 평화적 전환에 따른 불황이라는 점, 예를
들어 군인들이 경제인구로 포함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한 측면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후 불황은 전시에 억눌린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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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1930년대 대공황과 2008～09년의 비교
(a) 미국 산업생산

(b) 세계 산업생산

(c) 세계 무역량

(d) 세계 주가지수

(e) 7개국 중앙은행 재할인율

(f) 17개국 통화공급량

(g) 세계 재정흑자
(대공황시기는 세계 20개국의 통계)

자료 : Almunia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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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불황이며 국제적 환경도 우호적이었고 금본위제의 제약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공황 시기는 금융중개기능이 극
도로 파괴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Almunia, Bénétrix, Eichengreen, O'Rourke, and Rua(2009)는 대공황
과 2008～09년의 위기에 대한 비교를 통해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
다. 그들은 대공황 시기에 팽창적 재정정책이나 화폐금융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기보다 충분히 팽창적이지 못했던 것이 대공황으로부터 회
복이 더뎠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그림 7-5 참조).
그렇다면 Cole and Ohanian(1999, 2004, 2007)이 주장하듯이 뉴딜이 대
공황으로부터 회복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공황을 장기화시켰다는
비판은 타당한가? 이들은 여러 가정에 입각하여 세운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1934～39년의 불충분한 회복의 약 60%가 뉴딜의 산업 및 노동정책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상승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한다(그림 7-6 참조).
하지만 이러한 모형들은 역사적 맥락이나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인
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모형화하기 어려운 많은 변수들을 배제시
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명목
GDP의 경우에 58%, 실질GDP의 경우에 34%가 감소한 유례없는 경기 후
[그림 7-6] 예측된 총생산과 실제 총생산(1929～39)
(a)

(b)

주 : 추세조정된(detrended) 값. 시뮬레이션 모형의 초기 자본스톡으로서 (a)는 1929
년의 실제 자본스톡을, (b)는 1934년의 실제 자본스톡을 사용한 결과임.
자료 : Cole and Ohanian(1999), Chart 2와 Ch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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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이후에 이루어진 회복이 시뮬레이션에 의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을
까? 1934년의 자본스톡을 초기값으로 사용하면 장기간에 걸친 자본스톡
감소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일까?(그림 7-6의 (b) 참조) 다시 말해
34%의 기계가 감소한 것과 34%의 기업이 사라진 것은 동일한 효과를 가
지는 것일까? 심각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고 재산권
의 혼란이 심각해져서 소비와 투자, 특히 건설 투자가 쉽게 회복되지 못
했던 상황은 제대로 반영되었을까(Bernanke, 1983 ; Anari, Kolari, and
Mason, 2005). 생산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회복 속도에 비해 실업 감소 속
도가 느렸던 점은 충분히 반영되었을까(Temin, 1990).
하지만 이러한 의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의 장기적인 효과
일 것이다. 미국은 “실질임금이 급상승한 유일한 나라”였고 실업률 감소
의 속도가 느렸다(League of Nations, 1935 ; Temin, 1990에서 재인용). 노
동조합을 파괴하고 저임금과 군사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증대를 추구했던
나치 독일의 계획경제는 빠른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에 실패하였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독일 제품의 품질과 국제경쟁력은
떨어졌다.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했던 미국은,
낮은 수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성공하여 1930년대 후반
에 관세를 낮추고 보호무역을 철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저임금정책
을 추구했던 독일의 계획경제는 국제무역에서 더욱 강한 정부 통제를 필
요로 하였던 것이다(Temin, 1990).
최근의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의 총수요 확대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
화와 저임금 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레짐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는 듯하다. 하지만 팽창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하여 모두 다 케인스주의적인
거시경제정책 시스템은 아니다. Temin(1990)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나치 독일
의 경우에는 케인스주의적이라기보다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소비에트적이며
거시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와 비슷했다.

2. 구호정책
연방정부 지출의 규모와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증대되었다.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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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부기구와 부서의 신설로 인해 1934～35년경에 연방공무원의 비중
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이렇게 늘어난 수준이 지속되었던 것을 톱
니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Rockoff, 1998). 하지만 2차 대전 시기의 연방
정부의 비중의 증대와 달리 이 시기의 증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다. 따라서 뉴딜기에 이루어진 정부개입의 증대는 임시조치라기보다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64)
이렇게 증대된 연방정부 지출의 절반 정도가 구호사업에 지출되었다
(Wallis, 1984, 1985).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리대부가 주를 이
룬 구호정책은 사회개혁가들의 책임하에 오랫동안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긴급금융조치나 생산통제에 비해 늦게 시작하여 2차 뉴딜기
에 윤곽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빈민구호와 공공사업을 벌였던 FERA나
CWA, WPA와 빈농 및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한 저리대부를 담당했던
FSA와 HOLC 등이 이를 담당했던 정부조직들이다. 특히 “2,500개의 병원
과 5,900개의 학교건물, 1만 3,000개의 운동장을 건설․개수하였고 국립
극장, 예술 및 작가 프로젝트를 보조”하였던 WPA는 뉴딜의 가장 대표적
인 정책으로 각인되었다(양동휴, 2000).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어온 것은 각종 구호프로그
램을 통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갖는 지역차별의 문제이다. 주별 지출
을 볼 때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출이 오히려 더 적
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안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Wright, 1974 ;
Anderson & Tollison, 1991; Couch & Shughart, 1998). 하지만 이것이 자
구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자체 대응자금(matching fund)의 요건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도 있었
다(Wallis, 1991).
한편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연령층과 흑인 노동자들이 구호정책
64) 예를 들어, 국민소득과 경기변동에 대한 정부의 추계 노력은 1932년부터 시작되
었다. 연방정부에 고용된 경제학자의 수는 1931년에 100명에도 못 미쳤던 데 비
해 1938년에는 5,000명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는 2만 명이 넘는다(Fogel, 2000). 경
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
관이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 기초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러한
사실들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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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남부의 빈농들은 방기되었다는 측면에서, 뉴딜 구
호정책이 열정적인 사회개혁가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는 비
판이 있다(강성원, 2000). 농민에 대한 저리대부정책에서 상환가능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음으로써 빈농에 대한 구호효과가 적었던 점도 지적
된다(양동휴, 2000).65) 하지만 뉴딜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백인들에게 더
욱 차별적인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흑인들에
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ishback, Haines, and
Kantor, 2001).
이처럼 뉴딜의 구호정책이 경기회복의 지역별 필요성에 얼마나 합당하
였는지, 혹은 빈민구제의 목표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에 대한 정치경제
학적 논의는 분분하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업자의 20～40% 정도를 보호
했다는 추계도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뉴딜의 재정지출에서 정치적 배려가 중요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가 없지만, 뉴딜 재정지출은 기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하겠다(Wallis, 1987; Fishback, Kantor, and
Wallis, 2003).66)
한편 뉴딜의 구호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엄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한 편이다. Darby(1976)는 공공근로사
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실업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취업자로 분류
함으로써 새로운 실업률 추계를 제시하였다.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이
들의 경우, 노동시간도 주당 24～40시간이었고 연평균 임금소득도 제조
업 전체 평균의 절반에 가까웠던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률
65) 한편 농촌지역에 집중한 Fishback, Horrace, and Kantor(2005)의 연구는 구호정
책은 소매 판매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AAA는 오히려 이를 감소시키
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66) 카운티별로 뉴딜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분석한 Fishback, Kantor,
and Wallis(2003)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구호프로그
램들이 도시의 실업인구에 더욱 유익하였다. 둘째, 대공황으로 고통받았던
중상위 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RFC와 PWA의 대출이나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셋째, 주택 보유자들이 HOLC 대출이나 FHA 저당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넷째, AAA 프로그램들은 대농들에게 더욱 유리하였고 소작농과 농
업노동자에게는 불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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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렇게 조정할 때, Lucas and Rapping(1972)의 기대를 감안한 탐색모
형으로 뉴딜 시기의 노동시장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주장함으로써 Darby
(1976)는 뉴딜 구호사업의 효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Kesselman
and Savin(1978)은 실업률 통계에 대한 Darby(1976)의 수정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적 부문의 고용을 대체하
는 것을 막기 위해 WPA가 기울인 노력이나 1930년대에 공공근로사업으
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Wallis and Benjamin(1981)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연방정
부의 일자리창출이 민간부문의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구호정책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은, 구호를 통한 일
자리와 실업 사이에서의 선택이었지 그것과 민간부문의 고용 사이의 선
택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다.
1940년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실업자들의 특성과 뉴딜 구호사
업이 실업문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Margo(1988, 1991, 1993)의 연구는
미시적인 차원의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태생에 비해 이민 노동자들이, 서부에 비해 동부 노동자들이, 경공업에
비해 광공업, 건축,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농촌에 비해 도시 노동자들
이, 백인에 비해 유색인종 노동자들이 실업의 지속기간이 더 길었다. 공
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의 특성이 이러한 장기실업자들의 특성과 거의 일치
한다는 점에서, 그는 Kesselman and Savin(197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940년의 주별 고용증가율을 이용한 그의
연구결과는 Darby(1976)의 주장도 미시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Margo,
1991, Table 3). 순수 장기실업자들과 달리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의 경
우에는 고용증가에 대해 장기실업 확률이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최근에 Neumann, Fishback, and Kantor(2009)는 뉴딜의 구호 지출이
소비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
와 민간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1935년 6월 이전의 1차 뉴딜 시기에는 직접적인 구호와 공공근로 구호
가 합해져서 민간 고용과 소득을 모두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수요 진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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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2차 뉴딜 시기에는 WPA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구호가 증대함으로 인해 고용은 감소하고 소득은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뉴딜 구호정책이 이주에 끼친 영향을 통해 경제적 효과
를 살펴보려는 연구도 활발하다. 공공지출의 증대와 공공근로 일자리, 구
호지원 등은 확실히 이주를 유인하는 효과를 지녔으며, 특히 실업자들의
일시적인 이주를 초래하였다고 한다(Fishback, Horrace, and Kantor,
2006).67) 또한 이러한 실업자들의 이주는 기존 거주자들의 시간당 임금수
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존 거주자들이 타지로 이주하게
하거나 그들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를 획득
할 기회를 감소시켰다고 한다(Boustan, Fishback, and Kantor, 2008).
뉴딜의 구호정책은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이었다. 뉴딜 프로그램들이 유아 및 여러 연령층의 사망률과 자살률을 낮
추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하는 연구(Fishback, Haines,
and Kantor, 2001, 2007)나 절도 범죄율을 낮추었음을 확인하는 연구
(Johnson, Fishback, and Kantor, 2008)는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 준다.
“(뉴딜은) 광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렸
다. 지난 6년 동안 일자리를 갖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은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둑질할 필요가 없었다”는 루스벨트의 말(Franklin D. Roosevelt,
April, 17, 1939 ; Johnson, Fishback, and Kantor, 2008에서 재인용)이 옳
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뉴딜 구호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정치
적 배려와 차별이 있었다는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업과 빈곤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통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
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더욱 효율적이고 나은 정책이 시

67) 이들에 따르면 인프라 건설 등은 경제적 기회를 자극함으로써 이주를 유인하였
다. 하지만 경작지 감소를 겨냥했던 AAA 프로그램들은 농촌인구를 다른 지역으
로 이주시키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농업인구의 감소를
촉진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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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 못했음에 대해 비판하고 교훈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뉴딜 구호정책이 겨냥한 복지국가의 이념이 민간 경제의 자생적 회복력
을 파괴하는 쓸데없는 국가개입이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나치와 달리 뉴딜은 국가가 시장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고용주들이 노
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지려던 기존 질서의 “깨어진 약속”을 대신하는 자
리에 복지국가가 등장했던 것이다. 균형재정의 이데올로기적인 압박하에
서도 사회통합을 위해 시도하였던 뉴딜의 다양한 구호정책들은 무엇보다
도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뉴딜 노동입법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
화를 짚어봄으로써 복지국가 등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절 뉴딜 노동입법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

1. “깨어진 약속”
뉴딜이 회복을 지연시킴으로써 대공황을 장기화하였다는 주장(Cole
and Ohanian, 1999, 2004, 2007)이나 소위 “후버의 뉴딜”이 대공황의 원인
이라는 주장(Ohanian, 2009)은 임금 경직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 경직성은 대공황 전후 시기의 노동정책과 그에 따른
미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공황과 뉴딜
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뉴딜과 다른 방향의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교
훈을 이끌어내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노동입법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
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가 Ebell and Ritschl(2008)이다.
이들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우선, 1914년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은 제6조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반독점법(Anti Trust Act)이 적
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협상력을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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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켰다고 한다.68) 그런데 이러한 국면이 반전된 계기가 1921년 하반기
부터 1922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이라는 것이다. 즉 클레
이튼법의 친노동조합적인 조항들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1914～21년의
조직노동자들의 부흥기가 종언을 고하고 1929년까지 노동조합의 쇠퇴기
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1920년대에 주식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상승장이 이어졌던 근본적인 배경이 이러한 노사관계의 전환이라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은 1929년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에 의
해 다시 한 번 반전을 맞이한다. Texas and N.O. Railways 사건69)에서
대법원이 1926년의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에 입각하여 노동자
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향
후에 단체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과 후속 입법들이 뒤따를 것이 예고
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전되어 대공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들에 따르면, 1929년의 판결이 노동조합에 불리한 법원의 자의적인 명령
을 제한하는 1932년의 노리스-라과디아법(Norris-Laguardia Act)과 1935
년에 NIRA 7조 (a)항을 대체한 와그너법을 이미 예고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1929년의 대법원 판결은 개별협상 중심에서 단체협상 중심으로
미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전환됨을 예고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기대를
반전시키고 대공황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다.
후버의 노동정책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Ohanian(2009)은 이
들의 주장에 덧붙여, 1926년의 철도노동법이 상무장관 시절에 후버가 관
심을 기울였던 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철도노동법과 1929년의 판
결, 과소소비론에 입각한 임금 유지정책 등을 묶어서 “후버의 뉴딜”이라
고 지칭하는 것이다.
68) 제6조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나 상업의 대상물이 아니다. 반독점
법의 어떤 조항도, 자본을 소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 노동이나 농업, 원예 조직의 존재나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혹은
그러한 조직의 개별 구성원들이 적법한 목적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러한 조직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반독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역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결사나 음모로
해석될 수 없다.”
69) Texas and New Orleans Railway Co. v. Brotherhood of Railway and Steamship
Clerks, 281 U.S.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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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공황 시기 임금 경직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나 노동조합이 아니었다. 대공황 초기에 임금이 경직적이었
던 것은,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염려한 기업들이
장기적인 평판을 고려하여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수요
감소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가 주기적인 경기순환상의 불황
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대공황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1931년 가을부터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가 확산되었다. 다시 말해 대공황
의 장기화에 따라, 1910～20년대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암묵적
계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다. 이를
Jacoby(2004)와 Moriguchi(2003)는 “깨어진 약속”이라 표현한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미국 노동시장은 확실히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었다. 그 결과 작업반장(foreman)의 권위가 기반하고 있던 해고의 위협이
위력을 잃게 되었고, “생산을 강제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Slichter, 1929 ;
“Industrial Morale”; Jacoby, 2004, p.100에서 재인용)이 악화되었으며, 노
동규율과 생산성의 하락이 모든 산업에서 나타났다.70) 작업반장의 권위
에 의존하던 드라이브 시스템이 무력해졌음이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분
명해짐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이 발전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사관리부서가 늘어났고(표 7-3 참조), 주택제공과
기업내 연금프로그램, 종업원 지주제, 유급휴가, 공장의료서비스, 이윤공
유 프로그램, 기업내 생명보험, 다양한 직업훈련제도와 내부승진제도, 야
유회, 동호회, 종업원 제안제, 작업장내 산업안전위원회, 분임별 토론, 상
조회 등등의 다양한 비임금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전후 불황을 거친 후부터 미국 노동시장은 수요자 주도로 전환되었다.
Jacoby(2004)는 1920년대에 인사관리부서의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본다.
해고의 위협이 다시 힘을 얻게 됨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인
사관리부서가 현장의 작업반장들로부터 빼앗았던 상당수의 권한들을 되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Jacoby, 2004, p.129). 전체 기업 가운데 해고결
70) Jacoby(2004, p.101, Table 5.1). 단적인 예로, 인디애나주 벽돌공들이 8시간의 노
동일을 하는 동안 쌓는 벽돌의 수는 1909년에 1,100개였던 것이 1916년 900개,
1920년에는 540개로 줄어들었다(Jacoby, 2004,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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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인사관리부서의 비중(1915～29)

1915

1920

1929

3～5%

25%

34%

기업 가운데 인사관리부서 설치한 기업의
비율
250인 이상 고용
1,000～5,000인 고용

39%

5,000인 이상 고용

55%
노동력

인사관리부서 설치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

14%

20%

자료 : Jacoby(2004), p.129, Table 6.5.

정에서 인사관리부서의 발언권을 인정한 기업의 비율이 1918년에 36%였
던 것이 1929년에는 24%로 줄어들었다거나, 내부승진 프로그램을 채택한
기업의 비율이 1924년에 24%였던 것이 1929년에 17%로 줄어들었던 것
등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Jacoby, 2004, p.145). 하지만 노동자
의 기강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파업
이 사라지는 등 전후에 상황이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의 노동관
행으로 회귀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는 당시
의 믿을 만한 관찰도 있다(Slichter, 1929, pp.397～398). Moriguchi(2003)
역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공황 이전까지 대기업들 사이에서 복지
프로그램과 내부노동시장의 발전 추세가 확산되었다고 본다. BLS가 430
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17년부터 1926년 사이
에 회사내 보험제도를 마련한 기업체는 7%에서 43%로, 장애수당 기금을
마련한 기업체는 19%에서 50%로, 유급휴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업은
4%에서 37%로, 노동자 교실을 제공한 기업은 17%에서 33%로 늘어났다
(BLS, Bulletin No. 250, No. 458 ; Moriguchi, 2003, p.637에서 재인용).
물론 1920년대의 기업 복지 확대가 제1차 대전 시기의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1차 대전 시기에는 공급자가 노동시장을 주도하였고 노동
조합의 교섭력도 비교적 높았으며 쟁의 발생도 빈번하였다. 이러한 상황
을 배경으로 드라이브 시스템이 약화되고 인사관리부서가 강화되는 과정
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의 복지 프로그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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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산업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었다. 드라이브 시스템이 생산현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다시 차지하면
서 성과급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금격차의 확대와 노동강도의 강
화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Eichengreen(1992b)의 “인사담당부서와 내부노
동시장이 성장했고… 이들의 지도를 통해 노사 양측은 임금교섭 전과정
을 총괄하는 암묵적 계약에 점차 동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임금의 경기적
민감도를 완화시켰다”는 주장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또한 대공황 시기까지 이어진 암묵적 계약의 핵심이 인사관리부서의
발전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1920년대에는 기업 복지 프로그램들의 공
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및 의견개진 장치, 중앙집
중적인 인사관리부서 등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복지 제공과 관련된 쌍방
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는 내부적인 이행장치로서 회사조합 혹은 어용
노조(company union)나 노사협의회(employee representation plan : ERP)
가 발전하는 추세가 강하였다.71) 노조가입자수는 192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절정에 달했다가 1929년에는 32%가 감소한 340만 명 수준으
71) “1910년대에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주들 사이에 오픈숍(open shop) 운동
이 일어났다. 제1차 대전 동안에는 오픈숍 운동이 잠시 완화되었다. 자의적인 고
용관행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황구계약(‘yellow dog’ contracts), 노조원에 대
한 차별 등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제1차 대전 시기에 U.S. Steel사는 시카고 공장
의 노동조합 조직자들을 독일 선동가들이라 몰아붙이면서 철강노동자들로 하여
금 파업에 반대한다는 ‘애국 서약(Pledge of Patriotism)’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
다. 전후에도 반노조적인 고용주들은 노조가 비미국적인 것이며 비효율적인 것이
라고 공격하였고, 1921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중서부지역 고용주들의 회의는 비노
조 혹은 오픈숍 제도를 ‘미국적인 플랜(American Plan)’이라고 공식화하였다.
1920년대에 오픈숍 운동은 전산업으로 확산되었으며, 미국적인 플랜을 표방하는
고용주들은 노동조합주의와 볼셰비즘 사이의 연계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노조대표
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과 협상하지도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더 나아가 극
단적인 고용주들은 노조가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고 파업을 한 기
업에는 납품도 하지 않으려고까지 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는 전제적 공장체제가
물질적 양보와 결합된 가부장적 복지자본주의의 시대이기도 하였다(박경로, 2009,
p.487).” 한편 회사노조는 1914년에 Ludlow 학살로 결말이 난 파업 이후에 록펠
러가 Colorado Fuel and Iron Company에서 설립한 이후에 확산된 것이다. 이는
오픈숍 운동과 함께 제1차 대전 이후에 테일러리즘의 과학적 관리와 사적 복지
자본주의가 미국 노사관계의 핵심을 이루도록 도왔다(Dubofsky and Dulles,
2004,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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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었다. 노동조합의 약화는 특히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 전체
노조가입자수는 1920년에 190만 명에서 1929년에는 80만 명 수준으로 약
60%가 감소하였다. 노동운동의 퇴조는 파업 건수에서 더욱 잘 나타나는
데, 1920년에 3,411건의 파업이 발생하였음에 비해 1929년에는 921건으로
70% 이상 감소하였다. 1923～29년까지 7년 동안 발생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수는 1890년 한 해의 그것보다도 더 적었다(Jacoby, 2004, p.128).
이처럼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노동운동이 퇴조한 속에서 이루어진 기업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는 암묵적 계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대공황
초기에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자제하였던 것도 그 연장선 위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가부장적 온정주의 때문이든, 아니면 노동조합 조
직률을 떨어뜨림으로써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이든, 혹
은 시장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든, 노동자들의 충성을 유발하
기 위해서이든, 그도 아니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목적이었든 간에 기
업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사적으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노력하
였다(Moriguchi, 2003). 따라서 노동자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일자리나누기와 임금 삭감 자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Ebell and Ritschl(2008)은 1929년 대법원의 판결이 개별교섭에서 단체교
섭 중심으로 시스템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노동조합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이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초래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더욱 엄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 초기
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대응을 통해 볼 때, 적어도 1931년 가을까지는
암묵적 계약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대공황이 장기화되면서 암묵적 계약이 깨어졌다. 암묵적, 혹은 관계적
계약을 무한반복게임의 틀에서 재해석한 Gibbons(2001)의 표현을 빌자
면, 암묵적 계약은 협조적 게임의 내쉬 균형과 마찬가지로 계산에 기초한
게임 참여자들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합의이다. 경기침체가 주기
적인 경기순환상의 불황에 그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공황으로
빠져들었음이 1931년 가을에는 누구에게나 분명해졌다. 다시 말해 협조
적 전략을 선택함에 따른 장기적인 이익이 줄어들었음이 확실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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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의 지속을 위한 협조적 전략의 보수가 줄어들었다고 인식한 기업
들로서는 비협조적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관계가 파기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박경로, 2009). 적어도 노동자들은 1931년 가을 이후의 임
금 삭감과 정리해고 확산을 기업들이 암묵적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72)

2. 뉴딜 노동입법 : 암묵적 계약에서 명시적 계약으로의 전환
암묵적 계약이 깨어짐에 따라 미국의 노사관계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루스벨트가 취임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다
시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약속 외에는 어떤 노동정책 프로그램도 없었다.
NIRA의 7조 (a)항(1933)이나 와그너법(1935), 공정근로기준법(1938)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화된 것이었다(Dubofsky
and Dulles, 2004, p.249).
루스벨트의 브레인들도 처음에는 GE의 스워프(Gerard Swope)와 같은
산업계의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였으며, NIRA도 처음에는 노동자에 대한 양보를 담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Levine, 1988). 물론 뉴딜 노동정책은 1926년의 철도노동법이나 1932
년의 노리스-라과디아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대체로 인정하는 기조를 전제로 하여 출발하였다. 따라서 NIRA
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고용시간제한을 법제
화한 제7조 (a)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1933～34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력이 증대하
였고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실제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하였다. 하지
만 숙련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AFL은 철강이나 자동차, 고무 산업과 같
은 대량생산 산업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조직화 열기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생산의 신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조직
72) 1930～32년 사이에 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발생한 1,291건의 파업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반대가 이유였던 것은 16건에 불과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파업은 임금 삭감에 대한 반대가 원인이었다(BLS, 1937,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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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증가가 실패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이 법은 회사노조(company union)
의 대표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의 원칙을 무
력화시킨다는 비난을 노동자들로부터 받았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이 법
을 미국 역사상 의회가 노동조합을 인정한 최초의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기업계의 지도자들은 이 조항이 회사노조나 노사협의회(ERP)도 노
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단체교섭단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1933～35년 사이에 노동쟁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노
사협의회가 모두 증대되었다(그림 7-7 참조). NRA는 완고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적인 요구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다. 1933년
하반기에만 1932년 한 해 동안과 맞먹는 건수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1934
년에는 1,856건의 파업에 전체 노동자의 7%가 넘는 150만 명이 참여하였
다.73) 노동쟁의가 심화되면서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산업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었다. 1934년에 분쟁을 다룰 전국적인 조직으로
서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가 만들
어졌다. 하지만 이 기구는 NRA 체제하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자신의 결정을 집행할 어떤 힘도 없었다(Dubofsky and Dulles, 2004,
pp.250～258).
1935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NIRA는 내적
모순으로 인해 무기력해져 있었다.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회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했음이 분명해 보였다. 노동자
와 기업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의 갈등을 해
결하기에도 힘들어 보였다. 이제 “깨어진 약속”을 대체할 새로운 틀이 필
요하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확실해 보였다. 뉴욕주의 상원의원인 와그너
(Robert F. Wagner)가 회사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NIRA 제7조 (a)항의 허점을 정비한 법안, 즉 와그너법―공식적인 명칭은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 Act : NLRA)’―을 제시했을 때,
루스벨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NIRA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에는 이 법안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였다”고 한다(Dubofsky and Dulles,
2004, p.259). 1934년의 중간선거와 NIRA의 위헌판결은 루스벨트가 기업
73) 특히 8월에는 섬유노동자들의 총파업에 40만～5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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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주도의 경기회복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인식하고 조직된 노동자들과 새
로운 정치적 연대를 꾀하도록 하였다. 1935년에 의회가 와그너법과 사회
보장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미국 노사관
계의 결정적인 방향전환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Finegold and
Skocpol, 1995, pp.136～138).
비록 와그너법의 전반적인 정책이 NIRA의 제7조 (a)항에 이미 반영되
어 있었다고 해도, 이 새로운 법은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근본
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자유방임 태도라는
오래된 이상에 대한 거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자들이 어떠한 양보도 없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다.
클레이튼법과 노리스-라과디아법, 전국산업부흥법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인정되어 온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마침내 실체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또
한 음모법과 황구계약, 노동자들의 개인적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자유’에 대한 사법적 해석, 법원의 자의적인 명령 등에 대해 한 세기에
걸쳐 싸우면서 추구해 온 노동자들의 자유가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Dubofsky and Dulles, 2004, pp.259～261).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사이의 계약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계
약으로만 이해되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즉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운영하는 커먼 로(common law)
법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차원의 ‘계약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의 전부가 아니게 되었다. 다양한 노동조건이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해 명시적으로 계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NLRB라는 정부기관에 의해 집행되게 되었다.
박경로(2009)는 뉴딜의 시스템적 변화를 “계약의 사회화”라는 개념으
로 파악하고 이를 노사관계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에 대해 적용한다. 암묵
적 계약은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이나 ‘비공식적 계약(informal
contracts)’,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법이 아니라 평판(reputation)에 의해 뒷받침되는 비공
식적인 약속이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그것도 사후적으로
(ex post)만 관찰될 수 있고 사전적으로(ex ante) 명시하기가 너무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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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근거한 계약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그것에 적응하도록 허용한다. 이런 면에서 비공식적 계약은
공식적 계약보다 유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에 이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될 수 없고 스스로 이행되는
합의일 수밖에 없다(박경로, 2009). 불확실성이나 상황의 복잡성, 혹은 인
간의 합리성의 제한 등으로 인해 모든 계약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
완전할 수밖에 없다(Williamson, 2000). 따라서 관계의 지속성이 요구되
는 경우에는 암묵적/관계적 계약에 의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암묵적/관계적 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는 계약의 이
행 정도가 관측될 수 있을지라도(observable) 제3자에게 이를 입증할 수
없기(unverifiable)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
약속이 깨어지면 비협조적 전략이 반복된다.
대공황은 암묵적/관계적 계약의 이러한 한계가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뉴딜의 노동입법은 계약 이행의 강제를 위해 제3자
가 이행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을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식 노사관계 시스템이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
어지기 어렵고 개별 기업과 노동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유연한
계약이 맺어지기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이것은 상당
정도 뉴딜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뉴딜이 개인
적인 계약의 자유에 기초한 시스템에서 국가의 입법이나 단체교섭에 기
초한 시스템으로 노사관계를 전환한 것은, 친노동자적인 이데올로기나
노동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공황의 장기화로 인해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
이다.

3. 뉴딜 : 사적 복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노사관계와 관련된 뉴딜정책은 한마디로 ‘사적 복지 자본주의(private
welfarism or corporate welfarism)에서 복지국가(welfare state)로의 전
환’이라 표현될 수 있다(Moriguchi, 2003).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을 둘러

제7장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딜: 실업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217

싸고 근래의 연구들은 두 갈래로 해석이 갈린다. 한편으로는 ‘사적 복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즉 경영자를
위한 복지제도였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것은 복지국가
와 노동조합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있다(Brandes, 1970 ;
Bernstein, 1960).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복지보다 사적 복지가 본질적으
로 더욱 효율적이었지만,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실패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Piore and Sable, 1984). Moriguchi(2003)는 사적
복지를 암묵적 계약으로 파악한다. 그녀에 따르면, 심각하고 장기적인 대
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기업들이 육체노동자들에 대해 이러한 암묵적 계
약을 파기함에 따라 기업의 행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가 변화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노사관리가
강경해지자 제3자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명시적인 고용계약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입법에 의해 복지규정이 마련되고 복지 프로그
램이 운영됨에 따라, 즉 게임의 룰이 변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행동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노사관계에서 암묵적 계약이 더욱 약
화되는 경로, 즉 새로운 제도적 균형이 선택되었다는 설명이다(그림 7-7
참조).
이러한 해석은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대비를 통해 더욱 강조된다.
일본에서는 대공황 시기에 불황이 비교적 짧고 덜 심각하였다. 이 때문에
경기불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질서들을 발전시키면서 기업
들이 암묵적 계약을 고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개입도 기
업 주도의 사적 복지제도를 보장하는 노동입법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였
다. 이에 따라 사적 복지에 기초한 노사관계 시스템이라는 경로, 즉 기존
의 제도적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Moriguchi, 2003).
복지국가의 등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농업노동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Alston and Ferrie(1985)는 1930년대에 복지국가가 확대
되는 과정에서 남부의 입법자들이 저항하였던 동기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농업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수준에서 지주들에 의존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지주들의 욕구가 저항의 동기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업노동자들이 더욱 의존적인 상태에 처할 때에 노동규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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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미국에서 ERP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자 수의 추이

자료 : NICB, Jacoby, Troy 등 ; Moriguchi(2003), p.638의 Table 2의 3, 4 칼럼 ; 박경
로(2009), p.461에서 재인용.

충성도가 더욱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주들이 믿었다는 것이다.
연방 차원의 고령 및 실업 보험과 주 차원의 고령 연금 및 육아여성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들이 지주들의 가부
장적 온정주의를 대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충성도를 낮추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는 농업부문에서도 사적 복지를 복지국가가 대체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Moriguchi(2003)의 해석처럼 뉴딜에 의한 복지국가의 등장을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구호정책
을 논의할 때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나타난 뉴딜
시기의 변화는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과 가치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내생
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노사관계 시스템과 관
련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논의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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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맺음말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
사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루스벨트의 뉴딜이 대공황을 장기화
시켰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는 소위 “후버의 뉴딜”이 대
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다. 명목임금이 삭감되었던 1920
～22년의 전후 불황이 단명했던 데 비해, 1929～33년의 장기적인 대공황
시기에는 명목임금의 하락이 더뎠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의 명목임금 경직성은 초기 2년에 국한된 현상이다.
더욱이 디플레이션이 빠르고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전후 불황과 비교할
때, 대공황 초기의 디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또한 전후 불황은
제1차 대전 시기에 물가와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뒤에 발생한 것이었
고, 대공황은 1920년대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대공황 초기의 명목임금 경직성은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실업수당,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제약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후버 행정부
의 구매력 정책이나 과소소비론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겨난 것도 아
니었다. 또한 그것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하여 발생한 노동공급의
기간간 대체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태업이나 이직, 역선택의 방지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공황 당시의 여러 기록이나 통계적 증거들
은, 1929～31년 사이의 임금 경직성이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깨어짐으로
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손실을 우려한 기업들이 정리해고 대신에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택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 삭감을 자제한 결과
라는 설명과 부합한다. 특히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노동자들의 인식이
유지되는 데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설명은 계약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이론적 논의와도
상통한다. Hart and Moore(2008)는 애초에 Coase(1937)가 제기한 거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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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핵심적 측면인 가격협상(haggling)의 비용이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
음을 강조한다. 즉 계약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가격이
낮아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 그 계약 당사자
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약에 명시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
는 방향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완전
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정도가 판사와 같은 제 3자에 의
해 이행될 수 없으므로 자기 이행적인 암묵적 계약의 형태를 갖게 된다.
대공황이 장기화되면서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데 따른 이득이 줄어들었
다는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암묵적 계약에 의한 약속은 깨어졌다. 임금 삭
감과 정리해고를 자제하려던 약속이 깨어진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협력
을 요구하는 암묵적 계약에 기초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지속하려는 노력
은 노사갈등과 노동쟁의의 증폭만 불러왔다.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노조나 노사협의회를 고집하거나 사법권과 집행력을 갖지 못한 정부
가 개입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에 따라 회복도 어려워졌
고, 1차 뉴딜은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정치적 실패로 귀결되었
다. 암묵적 계약을 대체할 새로운 계약의 구조가 요구되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와그너법과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복지
프로그램들은 암묵적 계약에 기초한 사적 복지를 대체하였다. 나치 독일
과 같은 길을 채택하지 않는 한, 실업률이 높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약속
을 배반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억지로 틀어막기는 어
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협상력 증대는 대공황
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보아야 한다.
뉴딜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식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균형의 변화는 계약의 유연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공황으로 인해 약속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
해, 개인적인 차원의 계약의 자유에만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는 인식이 미국사회에서 광범하게 설득력을 얻게 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등장은 ‘정부로부터의 자유’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뉴딜 시기
미국사회의 신념과 가치체계의 변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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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개선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을 변화
시켰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방향
으로 구호와 복지정책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대공황이 시장에 대한 믿음
을 앗아갔을 때, 뉴딜은 시장을 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믿음
을 되살리는 방향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나치 독일과
달리, 자본스톡의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회복과정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노동정책을
선택한 미국이 장기적으로 더욱 건전한 회복의 방향을 채택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노동정책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간적
인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정책은 계약의 구조나 공식
적, 비공식적 사회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정책이나 화폐금융
정책 등과 달리, 노동정책은 완전고용이나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위해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
책이 아니다. 이것이 대공황과 뉴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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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위기의 심각함과 광범위함에서
전후 경제사에 유례가 없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공황 이후 가장 심
각한 경제위기’라는 초기 비관론이 제시한 전망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출구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본절에서는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전파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위기의 근원 및 전파경로에 대한 논의들을 간략히 요약한 후,
위기가 진행되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74)
74) 경제전망은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EU Commission)의 자료를 인용하기로 한다.
IMF, World Bank, OECD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경제 관련 기관에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은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여기에서는 경제전망이 경제위기의 초기에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
라는 비관적 전망에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일부에서는 출구전략을 고려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모든 전망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전망자료를 내놓은 하나의 시계
열자료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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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금융위기의 세계화75)
현재 세계 금융위기는 급속한 신용 성장, 낮은 위험할증(risk premium),
충분히 가용한 유동성, 강한 자본차입(leveraging), 급상승하는 자산가격,
부동산부문의 거품의 진전 등이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쳐 선행되었다는
점에서 금융문제로 촉발된 위기 경험(1990년대 초반 일본과 노르딕국가
와 1990년대 말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 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
점을 갖고 있는 반면,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현재의 위기가 세계적 차원
이라는 데 있다.
은행들이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과도가격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결
과, 2007년 여름 신용도에 대한 은행들 간 불확실성이 들끓어 은행간시장
(the interbank market)이 거의 닫히고 은행간대출의 위험할증이 치솟았
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계 은행 BNP Paribas가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s)에 대한 가치매김의 불능을 언급하며 세 투자기금의 상환을 동
결한 사실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상당수 유럽연합 국가들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문제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은행들은 단기 부채의 재대부(rollover)에서 중대한 곤경을 겪는 심각
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단계에서 정책당국자들은 위기가 단순
히 유동성 문제라고만 파악하였으며, 개별금융기관의 지급능력(solvency)
에 대한 관심이 역시 고조되었으나 금융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없는 것으
로 보았다. 유럽적 시각에서 유럽경제는 실물경제가 완화되고는 있었지
만 높은 수출성장과 가구와 기업의 건전한 금융포지션 등 강한 펀더멘털
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경제와는 달리 이러한 금융혼란에 면역되어 있
다고 널리 믿고 있었다.

75) European Commission(2009), Economic Crisis in Europe: Causes, Consequences
and Responses.
ILO(2009),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 Decent Work Responses.
ILO(2009), Tackling the Global Jobs Crisis: Recovery through Decent Work
Policies.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Tackling the Jobs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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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2008년 봄 미국의 Bear Sterns와 유럽은행인
Northern Rock, Landesbank Sachsen 등의 붕괴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
다. Lehman Brothers, Fannie Mae, Freddie Mac, AIG, Washington
Mutual, Wachovia, the Bank of America, Fortis, the Bank of Iceland,
Bradford & Bingley, Dexia, ABN-AMRO, Hypo Real Estate 등 열거하
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은행들이 거의 파산지경임이 알려지면서, 금융체
계의 붕괴(melting down)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려 나왔다.
정부의 상당수 구제가 없이는 금융체계가 황폐화될 정도의 피해가 예상
되었다.
2008년 9월 미국의 부동산회사인 Fannie Mae와 Freddy Mac에 대한
구제금융, Lehman Brothers의 파산, 그리고 거대 보험회사인 AIG의 위
험(나중에는 구제금융) 등이 현실화되자 증권시장에서 공황(panic)이 발
생하였다. 금융기관의 시장가격이 증발하였고, 투자자들은 몇몇 그나마 안
전하다고 보인 상품(예를 들면 국채(sovereign bonds))을 향해 달려갔고,
금융체계의 완전한 붕괴가 실제 위협으로 다가왔다. 은행들은 신용을 자
제하여 경제활동이 곤두박질치고(plummeting), 따라서 대부장부(loan book)
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을 더욱 줄이는 등 위기가 위기를
낳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자산시장의 하강국면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눈
덩이처럼 퍼졌고, 무역신용이 희소하고 비싸지면서 세계무역이 곤두박질치
고 기업에서는 매출이 줄어 재고가 축적되었다. 소비자와 사업에 대한 신
뢰가 전대미문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사슬
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의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중앙은행의 핵심 대응은 은행의 기금비용을 낮
추도록 공식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었고, 금융기관이
매각처분(fire sale) 대상이 아님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에 대한 추가 유동
성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상당한 팽창을 야기
하였으나 3개월물 은행간예대차금리(interbank spread)를 낮추는 데 성공
적이었다.
각국 정부는 곧 저자본화(undercapitalisation)와 관련된 (잠재적) 지급
불능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이 긴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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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은행체계의 정상적 기능 복원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발견하
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 워싱턴과 파리에서 주요국들이 모여 은행의 자
본손실이 상충되는 것을 보장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동의하였
다. 정부가 먼저 유독자산(toxit assets)에 새로운 자금이나 보증(huaranttees)
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결국 유독자산이 현금이나 정부채권
(government bonds)과 같은 건전자산과 교환되는 자산구제로 초점이 이
행하였다. 유독자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각처분 가격과 금융기관들이
정부에 매각할 유인을 주는(납세자에게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그
럴듯한 기대를 주는) 만기가격 사이에 고정되었으며, 유독자산의 새로운
시장가격에서도 지급불능인 금융기관은 정부에 의해 재자본화되었다. 이
러한 수단들은 금융기관들을 물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필요한 숨쉴 공
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충분
한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자산구제명령이 은행의
요구와 일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위기의 근인은 미국의 부동산거품의 붕괴와 이에 따른 전세계 금
융기관의 대차대조표의 오염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 미국 금
융위기의 세계경제 위기화의 과정을 살피려면, 금융시장 기능의 발전과
거시경제를 전파과정76)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위기의
전파과정을 보면 환율절상압력77), 소위 ‘수반무역(carry trade)’78), 그리
고 대규모 자본유입79)이라는 세 경로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가 실
물경제로 전파되는 경로 역시 금융체계내 연계80), 수요에서의 부의 효과
76) EU Commission은 ‘전파경로(transmission channel)’를, ILO는 ‘전파기제(transmission
mechanism)’를 사용하고 있다.
77) 미국달러 대비 환율절상 압력으로 수입재 물가상승이 낮아지고 통화정책이 완화
된다.
78) 투자자들이 이자율이 낮은 통화로 빌려 높은 수익을 주는 통화로 투자하는 것으
로, 대부분의 환위험은 무시하였으며, 각 금융시장에 세계의 유동성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79)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가능해진 대규모 자본흐름이 몇몇 국가(일인당 소득이 초기
수준은 낮지만 급성장하는 국가)의 부동산시장으로 치중되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수반하지 않고 통화량과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80) 대부분의 금융손실이 초기에 미국에서 근원하였지만, 은행의 금융상품 인수는 유
럽국가에서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이러한 금융손실은 경제활동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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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뢰효과81), 그리고 세계화 무역82)을 들 수 있다.

2. 위기의 진행과 전망의 변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경제위기의 세계화과정을 겪으
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면,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83) 미리 언급
한다면, 위기의 시작과 더불어 비관론이 우세하였으나 각국은 위기의 세
계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84) 결과적으
로 선제적 대규모 대응과 국제적 공조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가. 경제성장 전망
<표 8-1>은 경제성장 전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에 대한
경제전망을 보면, 2008년 4월의 춘계 경제전망 당시 2008년 약 0.9%와
2009년 0.7%의 완만한 성장둔화세를 기대하였으나 10월의 추계 경제전망

81)

82)

83)
84)

당한 위축을 야기한다. 더욱이 디레버리지(deleveraging)과정에서 은행들이 신흥
시장에의 노출을 줄이고, 신용선을 닫고, 자본을 회수하게 되어 초기에 금융체계
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국가에서 기금을 경색시키게 된다.
대부기준이 엄격해지고 가계는 (특히 주식과 부동산)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부의
하락을 겪게 됨으로써 저축이 증가하는 한편, 내구소비재(특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거주용 건설 투자가 곤두박질치게 된다. 이는 재고주기를 확대시키고 제
조업 생산을 하락시킴으로써 금융시장에 부정적 피드백효과를 갖는다.
세계화와 세계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s)의 만연으로 무역집약적 자본재와
내구소비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충격, 무역금융의 불가용성, 그리고 무역활동에
대한 신속한 충격의 구성으로 무역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신용의존도가 높고
무역집약적(trade intensive)인 사업 투자와 내구소비재 수요가 곤두박질치면서
2008년 4/4분기 실제 세계무역이 곤두박질쳤다.
각 경제의 위기에 대한 인식 수용의 정도가 곧 각 경제의 대응 수위를 정하는 것
이므로 전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회생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ARRA)과 유럽연합의 유럽경제회복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 EERP)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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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08년 전망은 오히려 1.5%로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반면 2009년
에는 -0.5%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발발로
2008년 실제 성장률은 0.4%에 머물렀고, 2009년 4월 춘계전망에서 2009
년 전망은 -2.9%로 대폭 하향조정되었다. 세계경제가 저점을 통과한 것
으로 판단한 2009년 10월에는 2009년은 -2.5%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겠
지만 2010년부터는 2%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다소 낙
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85)
<표 8-1> 경제성장 전망의 변화

미국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유로지역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유럽연합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일본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2007
2.0

2.7

2.9

2.1

(단위 : %)
2008
0.4
0.9
1.5

0.6
1.8
1.2

0.8
2.0
1.4

-0.7
1.2
0.4

2009

2010

2011

0.7
-0.5
-2.9
-2.5

.
1.0
0.9
2.2

2.0

1.6
0.1
-4.0
-4.0

0.9
-0.1
0.7

1.5

1.8
0.2
-4.0
-4.1

1.1
-0.1
0.7

1.6

1.1
-0.4
-5.3
-5.9

0.6
0.1
1.1

0.4

주 : 춘계전망은 각 연도 4월, 추계전망은 각 연도 10월 자료.
국가/지역명 줄의 값은 실적치.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각 권.
85)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더
블딥(double dee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실업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자
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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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대한 전망 추이를 보면, 2008년에 대한 전망에서는 춘계와
추계 모두 2.0%와 1.4%의 높은 성장을 전망하였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기
여파가 예상을 초월함으로써 0.8%에 그쳤고, 2009년에 대한 전망 역시
-4%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대한 전망은 -0.1%
에서 0.7%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11년 1.6%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다소 낙관적이다.
나. 고용 전망
<표 8-2>는 총고용 증가율에 대한 전망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의 고용성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 2008년 -0.2～-0.3%의 낮은 전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0.5%의 심각한 고용감소를 겪었다. 이는 금융위기
초기에 대량해고가 상당히 발생하고 충격이 노동시장으로 급속하게 확산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9년에 대한 전망을 보면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춘계 경제전망 당시 2009년 고용은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추계전망에서는 1.2%로 고용감소율
전망이 확대되었고, 2009년 전망에서는 고용감소율이 3.5%에 이르는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고용감소는 2010년에도 이어져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86)
유럽연합의 고용증가율 전망을 보면, 2008년에는 실제와 거의 근사한
0.9%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대한 전망을 보면, 2008년 춘계전망 당시에는 0.5%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이었으나 추계전망에서 0.5%의 고용감소로 역전되었고, 2009년 춘계전망에
서는 더욱 악화되어 2.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가 추계전망에서 다
소 상향조정되어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감소세는
2010에도 계속되어 1.2%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6) 최근 미국 언론(Washington Post)은 각 10년(decade)별 고용변화율을 정리한 결
과를 보도하면서, 다른 10년에서는 13～20%의 고용 증가가 있었던 반면, 최근 10
년(2000～09)에는 고용 증가가 0%에 그쳐 미국판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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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노동시장 전망의 변화 : 총고용 증가율
(단위 : %)
미국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유로지역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유럽연합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일본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2007
1.1

1.7

1.7

-0.2

2008
-0.5
-0.2
-0.3

0.6
0.9
0.9

0.9
0.8
0.9

-0.4
0.2
-0.2

2009

2010

2011

-0.3
-1.2
-3.5
-3.5

-0.1
-1.2
-1.2

0.3

0.5
-0.4
-2.6
-2.3

0.1
-1.5
-1.3

0.0

0.5
-0.5
-2.6
-2.3

0.1
-1.4
-1.2

0.3

0.2
-1.5
-3
-3

0.1
-1.2
-1.2

-0.2

주 : 춘계전망은 각 연도 4월, 추계전망은 각 연도 10월 자료.
국가/지역명 줄의 값은 실적치.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각 권.

다. 실업률 전망
<표 8-3>은 실업률에 대한 전망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 2008년 당초 실업률 예상치를 다소 상회하
는 5.8%로 마무리되었으나 2009년 실업률은 2008년 춘계 경제전망 당시
5.7%에서 점차 상승하여 2009년 추계 경제전망에서는 9.2%까지 상향조
정되었다. 실제 실업률은 연말로 갈수록 높아져 10% 전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는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전망하
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는 아직 이러한 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아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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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는 실업률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2011년
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 실업률 전망을 보면, 2008년 실업률은 당초 전망과 유
사한 7.0%에 머물렀으나 2009년 실업률은 2008년 춘계 경제전망 당시의
6.8%에서 상향조정되어 2009년 춘계 경제전망 당시에는 9.4%에 이르렀
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9.1%로 다소 하향조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여 1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표 8-3> 노동시장 전망의 변화 : 실업률
(단위 : %)
2008
5.8
5.4

2009

5.7

7.1

8.1

2009 춘계전망

8.9

10.2

2009 추계전망

9.2

10.1

미국
2008 춘계전망

2007
4.6

2008 추계전망

유로지역
2008 춘계전망

7.5

2010

5.7

7.5
7.2

7.3

7.6

8.4

8.7

2009 춘계전망

9.9

11.5

2009 추계전망

9.5

10.7

2008 추계전망

유럽연합
2008 춘계전망

7.1

7.0
6.8

6.8

7.0

7.8

8.1

2009 춘계전망

9.4

10.9

2009 추계전망

9.1

10.3

2008 추계전망

일본
2008 춘계전망
2008 추계전망
2009 춘계전망
2009 추계전망

3.9

2011

4.0
4.0

4.2

4.1

4.7

4.6

5.8
5.8

6.3
6.3

주 : 춘계전망은 각 연도 4월, 추계전망은 각 연도 10월 자료.
국가/지역명 줄의 값은 실적치.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각 권.

10.2

10.9

10.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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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미국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기본은 미국경제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2009년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된 7,876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자극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를 규정하는 경제회
생법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본절에서는 경제회생법의 입법과정, 경제회생법의 주요 내용, 경제회생
법 중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 경제회생법의 고용창출효과의 전망, 이의
집행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회생법의 입법과정87)
경제회생법은 경제의 재시동을 걸고,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 또는 보존
하고, 오랜 기간 간과되었던 도전을 다루는 보증금을 지불하는 21세기 미
국의 번영을 위한 전대미문의 노력이다. 이 법은 대공황 이래 최초의 위
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으로 미국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독립
성을 고양하고, 교육기회를 확장하고, 감당할 만한 의료 돌봄을 보전․개
선하고, 조세구제를 제공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집단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최초 입법안은 하원의원 오베이(David R. Obey, Wisconsin)와 9명의
하원의원들에 의해 2009년 1월 26일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1월 28일 하원
에서 찬성 244, 반대 188로 통과되었다.88)89)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월
29일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상원의 논의를 거친 수정안은 2월 10일 찬
87) http://thomas.loc.gov/cgi-bin/thomas
88) 당시 법안명칭은 ‘Making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fiscal year ending
2009.’
89) 찬성 244표 모두 민주당, 반대 188표는 민주당 11표를 포함. 공화당 1표는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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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61표, 반대 37표, 기권 1표로 상원을 통과하였다.90)91) 그러나 상원에
서는 이의 수정을 주장하는 한편 컨퍼런스를 요구하여, 2월 12일 컨퍼런
스를 실시하여 컨퍼런스 보고서가92) 제출되고 2월 13일 하원이 이에 동
의하였고,93) 상원 역시 찬성 60표, 반대 38표, 기권 1표로 이에 동의하였
다. 2월 13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2월 16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으며,
대통령이 2월 17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월 17일 공법 111-005(Public
Law No: 111-005)가 되었다.

2. 경제회생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94)
‘2009년 1월 6일 화요일 워싱턴 시에서 열린 111차 미국합중국 의회의
첫 세션’95)을 밝히는 경제회생법은 407쪽에 이르는데 “2009년 9월 30일
마감하는 예산회계연도에 일자리의 보전과 창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에너지 효율성과 과학, 실업자 지원,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추가의 세출예산을 만들기 위한 법”이
라는 상당히 긴 이 법의 목적이 담긴 법의 명칭으로 시작된다.96)
90) 법안번호(Measure number)는 H.R.1이며 통과 당시 수정안의 명칭은 ‘A bill
making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job preservation and cre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energy efficiency and science, assistance to the
unemployed, and State and local fiscal stabilization, for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2009, and for other purposes.’
91) 찬성 61표에는 공화당 2표와 독립당 1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 37표와 기권 1
표는 모두 공화당.
92) H. Rept. 111-16. CONFERENCE REPORT ON H.R. 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House of Representatives －
February 12, 2009)
93) 찬성 246표, 반대 183표, 기권 1표.
94)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
getdoc.cgi?dbname=111_cong_bills&docid=f:h1enr.pdf
95) ‘One Hundred Eleven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First
Session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Washington on Tuesday, the sixth day
of January, two thousand and nine.’
96) “An Act making supplemental appropriation for job preservation and cre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energy efficiency and science, assistance to the
unemployed, and State and local fiscal stabilization, for the fiscal year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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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Section 1. Short Title (법의 단축 명칭)은 “이 법은 ‘2009 미
국경기회생과 재투자법’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밝히고,97)98) Section 2.
Table of Contents (목차)는 2개의 편(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편은 16개 장(Title)으로, 둘째 편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법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Section 3. Purposes and Principles (목적과 원칙)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본법의 목적과 기금 활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Section 4. References (참조)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본법의 일
정 편에 포함된 ‘본법(this Act)’이라 함은 해당 편의 조항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99) Section 5. Emergency Designations (긴급
지정)은 일반적 원리로서 “본법에 명시된 각 예산액은 110차 의회 상원의
결 21(S. Con. Res. 21)의 Section 204(a)와 상원의결 70(S. Con. Res. 70)
의 Section 301(b)(2), 2008년과 2009년 회계연도의 예산상 공동해결책에
수반한 긴급요구(emergency needs)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긴급요구로
지정된다”고 밝히는 한편, 세출절감동시제출방식(Pay-as-You- Go)에 대
해서는 “본법에서 적용가능한 모든 조항들은 동시제출방식 원리의 목적
에 부응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가. 경제회생법의 목적
경제회생법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Section 3에서 5개 항목의 목적을 명
시하고 있다.100) 이에 따르면, 경제회생법은

∙ 일자리의 보전 및 창출과 경제회복의 증진

September 30, 2009, and for other purposes.”
97)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98) 본법은 경기회생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어 약자로는 ARRA라 부른다. 또한 본
법의 내용상 ‘economic stimulus package(경제자극꾸러미)’라 부르기도 한다.
99)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ny reference to “this Act” contained
in any division of this Act shall be treated as referring only to the provisions
of that division.
100) “Statement of Purposes.-The purposes of this Act include the follo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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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에 가장 영향받은 집단을 지원
∙ 과학과 보건의 기술진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경제효율성을 제고하
는 데 필요한 투자의 제공

∙ 장기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운송, 환경보호, 그리고 기타 기반시
설에 대한 투자

∙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 핵심 필수서비스의 감소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인상의 최소화와 회피를 위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budget) 안정화
등 단기적 목표뿐 아니라 장기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장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분별 있는 관리방식에 따라 지출과 프로그램의 개시를
포함, 본법으로 가용한 기금을 관리하고 지출하여야 한다고 기금 활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밝히고 있다.
나. 경제회생법 본문의 구조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제회생법의 본문은

∙ Division A-Appropriation Provisions (예산 조항)
∙ Division B-Tax, Unemployment, Health, State Fiscal Relief, and
Other Provisions (조세, 실업, 보건, 주정부 재정 구제, 기타 조항)
의 2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ivision A는 주요 분야(기관)별 프로그
램의 예산 조항(예산액과 용도)들과 일반규정의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Division B는 특수 항목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Division A의 구성을 보면,

∙ Title I -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농업, 농촌개발, 식품 및 약품 관리, 그리고
관련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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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II-Commerce, Justice, Science, and Related Agencies (상공,
법무, 과학, 그리고 관련 기관들)

∙ Title III-Department of Defence(국방부)
∙ Title IV-Energy and Water Development (에너지와 물 개발)
∙ Title V-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금융서비스와
일반 정부)

∙ Title VI-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전부)
∙ Title VII-Interior, Environment, and Related Agencies (내무, 환경,
그리고 관련 기관들)

∙ Title VIII-Department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노동부, 보건인적서비스부, 교육
부와 관련 기관들)

∙ Title IX-Legislative Branch (입법기구)
∙ Title X-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군시설 건설과 군관련 및 관련 기관들)

∙ Title XI-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주정부
대외 업무와 관련 프로그램)

∙ Title XII-Transportati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운송, 주택 및 도시 개발, 그리고 관련 기관들)

∙ Title XIII-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보건정보기술)
∙ Title XIV-State Fiscal Stabilization Fund (주정부 재정안정기금)
∙ Title XV-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책무 및 투명성)
∙ Title XVI-General Provisions-This Act (일반 조항-본법)
로 되어 있으며,101) Division B는

∙ Title I-Tax Provisions (조세 조항)
∙ Title II-Assistance for Unemployed Workers and Struggling Families
101) 각 장은 해당기관별, 해당 프로그램별 예산배정액과 용도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제4장 에너지부의 에너지프로그램 중 ‘화석연료연구개발(Fossil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항목은 추가의 화석연료연구개발에 34억 달러를
추가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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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근로자와 곤경에 빠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

∙ Title III-Premium Assistance for COBRA Benefits (COBRA 급여
를 위한 보험료 지원)

∙ Title IV-Medicare and Medicai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Miscellaneous Medicare Provisions (노령의료보장과 장애 의료보조
제도 보건정보기술: 여타의 의료보장 조항들)

∙ Title V-State Fiscal Relief (주정부 재정 구제)
∙ Title VI-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광역밴드기
술 기회 프로그램)

∙ Title VII-Limits on Executive Compensation (고위직 보상 제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Division A의 Title XIII은 Division B의 Title IV와 함께 “경제적
인 임상 보건을 위한 보건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 HITECH Act)”이라는 별도의 법명칭
을 획득하였으며, 이 법에는

∙ Subtitle A-Promotion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보건정보
기술의 증진)

∙ Subtitle B-Testing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보건정보기
술의 검증)

∙ Subtitle C-Grants and Loans Funding (교부금 및 대부금 기금)
∙ Subtitle D-Privacy (사적비밀)
의 4개 Subtitle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Division B의 Title I은 “2009 미국 경제회생 및 재투자 조세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이라는 별도
의 법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 Subtitle A-Tax Relief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개인과 가구의
조세구제)

∙ Subtitle B-Energy Incentives (에너지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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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C-Tax Incentives for Business (기업을 위한 조세 유인)
∙ Subtitle D-Manufacturing Recovery Provisions (제조업 회복 조항)
∙ Subtitle E-Economic Recovery Tools (경제 회복 수단)
∙ Subtitle F-Infrastructures Financing Tools (기반시설 재원조달 수단)
∙ Subtitle G-Other Provisions (기타 조항들)
∙ Subtitle H-Prohibition on Collecting Payment Made Under 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2000 지속덤
핑과 지원 상계법 하에서 지급된 금액의 구상 금지)

∙ Subtitle I-Trade Adjustment Assistance (무역조정지원)
의 9개 Subtitl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Division B의 Title II 역시 “실업근로자와 곤경에 빠진 가족들
에 대한 지원법(Assistance for Unemployed Workers and Struggling
Families Act)”이라는 별도의 법명칭을 갖고 있으며

∙ Subtitle A-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보험)
∙ Subtitle B-Assistance for Vulnerable Individuals (취약개인에 대한
지원)

∙ Subtitle C-Economic Recovery Payments to Certain Individuals (특
정 개인에 대한 경제회복 지원금 지급)
의 3개 Subtitle을 갖고 있다.

3. 경제회생법의 노동 관련 조항
가. 고용 관련 프로그램 개요102)
경제회생법에서 노동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Division A의 Title VIII과
Division B의 Title II와 III, 그리고 Division B의 Title I(조세조항들)에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경제회생법으로 기금이 조성된 노동시장과 직접적
102) http://www.dol.gov/recovery/impleme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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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연방노동부 프로그램)으로는

∙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 WIA) 프로그램 (39.50억
달러)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UI)
∙ 고령자 공동체 서비스 고용(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or
Older Americans) (1.20억 달러)

∙ 고용서비스 주정부 교부금(Employment Service Grants to States)
(4.00억 달러)

∙ 근로기회조세신용(Work Opportunity Tax Credit : WOTC)
∙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 TAA)
∙ COBRA 지속 적용
을 들 수 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와 세부 내용은 연방노동부 관련
부서의 경제회생법 관련 프로그램 업무 수행에 대해 살펴본 후 개략적으
로 기술하기로 한다.
나. 연방노동부의 경제회생법 수행 부서103)
연방노동부는 경제회생법의 시행에서 두 가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들에게 경제회생법으로 창출될 일자리
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장되고 확장된 실업급여
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의료보험에의 확장된 접근성에 대해 그들을 교육
시키고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
는 것이다.
경제회생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연방노동부 부서로는 먼저
근로자보상보장국(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 EBSA)
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합총예산조정법(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 하에 의료보험의 보험료 감면과 추
가 적용 기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103) http://www.dol.gov/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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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ETA)은
근로자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 WIA), Subtitle D, Section
166, 미국 원주민 프로그램(Native American Programs), 국가비상교부금
(National Emergency Grants : NEGs), 고령자 공동체 서비스 고용 프로
그램(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SCSEP), 그리
고 주정부에 대한 고용서비스 교부금을 규정한 와그너-페이서법(WagnerPeyser Act)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회생법 기금의 정책지도
및 감독을 한다.
임금근로시간과(Wage-Hour Division : WHD)는 경제회생법 예산의 수
혜자가 경제회생법의 기금을 받은 건설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존의 임금
근로기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은 경제회복 기반시설투자가 수행될 때 근로자보호법들(worker
protection laws)의 준수를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실(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 OFCCP)은 준수평가와 아웃리치조치(outreach activities)
를 통해 연방계약자들이 재활법(Executive Order 11246, Section 503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베트남퇴역군인재조정지원법
(the Vietnam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74 :
VVRAA)에 따라 인종, 성, 피부색, 종교, 원국적, 장애 또는 퇴역
상태 등과 무관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제공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도록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 노동력투자법(WIA) 프로그램104)105)
경제회생법은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관련 프로그
램에 39.5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 성인 대상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Adult Employment and Training
Activities) (5.0억 달러)
104) http://www.doleta.gov/programs/general_info.cfm
105) http://www.doleta.gov/youth_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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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여름철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대상 프로그램 (Youth Activities)
(12.0억 달러)

∙ 실직근로자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Dislocated Worker Employment
and Training Activities) (12.5억 달러와 추가의 국가재난기금 2.0억
달러)

∙ 고성장 신흥산업 부문 근로자 훈련 및 전직지원 경쟁기금 프로그램
(Program of Competitive Grants for Worker Training and Placement
in High Growth and Emerging Industry Sectors) (7.5억 달러)

∙ 청년건설 프로그램(Youth Build Activities) (0.5억 달러)
이 포함되어 있다.
라. 고령자 공동체 서비스 고용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or Older Americans)
경제회생법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서비스와 근로를 기반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 고령자 공동체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SCSEP)에 따른 저소득 고령
자의 파트타임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1.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고령자법(the Older Americans Act of 1965)의
Title V에서 고용가능성이 열악한 5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원된 파트
타임, 공동체 서비스 근로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령자들은 본 프로그램의 서
비스뿐 아니라 근로자투자법체계의 일괄경력센터(One-stop Career Centers)
를 통해 여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 고용서비스 주정부 교부금(Employment Service Grants to States)106)
경제회생법은 주정부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교부금을 규정한 와그너106) http://www.doleta.gov/programs/Wagner_Peyser.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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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서법(the Wagner-Peyser Act of 1933, 1998)에 따른 서비스에 대하
여 4.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중 2.5억 달러는 실업보험 수급자
를 고용과 훈련 기회로 연계하여 고용으로의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재
취업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였다.
1933년 제정된 와그너-페이서법은 고용서비스(the Employment Service)
로 알려진 전국 공공고용사무소 체계를 설립하는 것으로, 1998년 고용서
비스파트의 일괄서비스전달체계화(One-stop service delivery system)를
위해 개정되었다. 일괄서비스체계는 노동력 교환서비스의 통합 정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일자리 탐색자, 그리고
사용자들이 찾기 쉬운 위치에 있는 하나의 지붕 밑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UI)
경제회생법의 Division B, Title II의 Section 2001～06은 경제위기하에
서 곤경에 빠진 실직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긴급실업
보상, 실업보험급부 인상, 실업보상현대화 특별이전금, 주정부에 대한 일
시 지원, 연장된 실업보상의 시한부 완전 연방 기금화, 철도실업보험법
하에 연장된 실업보상의 일시 인상 등 실업보험 관련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107)
1) 긴급실업보상(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EUC)108)
Sec. 2001 (Extension of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긴급실업보상프로그램의 연장)은 2008년 실업보상연장법109)
section 4와 2008 추경예산법110)의 Section 4007에 적시된 적용기간인
107) 이외에도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정부에 5억 달러의 추가 실업보험 관
리기금을 제공하는 한편, 실업급여의 첫 2,400달러에 적용되는 연방소득세를
2009년에 한해 중지하도록 하였다.
108) http://www.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supp_act.asp
109)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Extension Act of 2008 (Public Law 110449; 122 Stat.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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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과 2009년 8월 27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과 2010년 3
월 31일로 수정하고 있다. 이는 곧 긴급실업보상의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111)
긴급실업보상은 정규 주정부 실업급여를 소진한 개인에게 급여를 제공
하는 100% 연방기금 프로그램으로 2008년 6월 30일 제정되어 자주 갱신
되어 왔으며,112) 최근 2009년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근로자, 주택소
유, 사업 지원법(2009)113)에 서명함으로써 연장되어 모든 주에서 14주의
수급기간을 추가하였으며, 고실업에 놓인 일부 주에서는 6주까지의 추가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114) 본 긴급실업보상은 2009년 12
월 31일 만료된다.
2) 실업보상급부(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인상115)
Sec. 2002 (Increase in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실업보
상급부 인상)은 무역재조정수당(Trade Readjustment Allowances), 재해
실업급부(Disaster Unemployment Benefits), 정규 실업보상(regular Unem
ployment Compensation), 연장급여(Extended Benefits), 긴급실업보상을
110) The Supplemental Appropriation Act of 2008 (Public Law 110-252; 26 U.S.C.
3304 note).
111) 이러한 혜택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는 실업 주간에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2010년 3월 31일까지 급여수급권을 갖는다.
112) 2008년 6월 30일 서명된 추경예산법(Supplemental Appropriation Act of 2008;
Public Law 110-252)에 의해 EUC08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2008년 11월 21
일 실업보상연장법(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Extension Act of 2008;
Public Law 110-449), 2009년 2월 17일 경제회생법에 의해 연장된 바 있다.
113) The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 (Public
Law 111-92).
114) 본법에서는 혜택의 양을 4단계(tier)로 구분하는데, 1단계(Tier 1)는 모든 주에
20주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2단계(Tier 2)는 모든 주에 14주의 추가 수급기
간을 연장하고, 3단계(Tier 3)는 13주 실업보험 적용근로자 실업률(insured
unemployment rate)이 4.0% 이상이거나 3개월 계절조정 총실업률이 적어도
6.0%인 주에 대해 13주의 추가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4단계(Tier 4)는 13주 실
업보험 적용근로자 실업률(insured unemployment rate)이 6.0% 이상이거나 3개
월 계절조정 총실업률이 적어도 8.5%인 주에 대해 6주의 추가 수급기간을 연장
하도록 하고 있다.
115) http://www.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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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하는 개인의 실업급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당 25달러 높이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실업보상현대화 특별이전금
Sec. 2003 (Special Transfers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Mod
ernization)은 주정부들이 파트타임 근로자의 실업보험 적용과 같은 특수
한 개혁을 입법하도록 장려하는 유인책지급금으로, 70억 달러까지의 기
금을 연방실업계정(Federal Unemployment Account)으로부터 주정부실
업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지급금은 2011년 10월 1
일 만료된다.
4) 주정부에 대한 일시지원
Sec. 2004 (Temporary Assistance for States with Advances)는 사회
보장법116) Section 1202(b)를 개정하여, 주정부 실업신탁기금으로 수령한
대부에 대한 이자 지불 및 이자의 발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연장된 실업보상의 시한부 완전 연방기금화117)
Sec. 2005 (Full Federal Funding of Extended Unemployment Com
pensation for a Limited Period)는 2010년 1월 1일까지 연장급여를 100%
연방기금에서 재원조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18)
6) 철도실업보험법하에 연장된 실업보상의 일시 인상
Sec. 2006 (Temporary Increase in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under the Railroad Unemployment Insurance Act)는 철도실업보험법119)
116) The Social Security Act (42 U.S.C. 1322(b)).
117) http://www.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extenben.asp
118) 연방-주정부 연장실업보상법(the Federal-State Extended Unemployment Com
pensation Act of 1970; 26 U.S.C. 3304 note)의 section 204(a)(1)의 ‘절반(onehalf of …)’을 ‘전부(100 percent of …)’로 수정 적용하였다.
119) 45 U.S.C. 35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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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ection 2(c)(2)를 개정하여 10년 이상 근속자의 수급권의 실업기간
130일을 65일로 줄이는 등 혜택을 넓히고 있다.
사. 근로기회조세신용(Work Opportunity Tax Credit : WOTC)120)
경제회생법에 따라 특정 목표집단의 구성원을 채용하는 사용자에게 조
세신용(tax credit)을 제공하는 근로기회조세신용에 해당하는 새로운 목
표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집단은 실업퇴역군인, 2009년과
2010년 일을 시작하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유리된 청년층이다. 이 신용
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자와 일을 시작한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아.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 TAA)121)
무역조정지원, 그리고 대안적 무역조정지원(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ATAA)과 같은 무역법(the Trade Act) 프로그램들은 해외
로부터의 수입의 증가 또는 해외로의 생산의 이동의 결과로 실업자가 되
는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무역법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역
에 영향받은 근로자가 가능한 한 조속히 적당한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돕
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조정지원 인정 근로자들은 소득보
조, 이주 수당, 일자리탐색 수당, 의료보험 적용 조세신용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적절한 고용을 위해 재훈련이 필요한 근로
자들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ATAA는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유사
한 제도이다.
경제회생법으로 모든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승인되었다. 현행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의 영향을 받은 서비스부문 근
로자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아웃소싱(offshoring or out
sourcing)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 확장되었다. 주정부에 가용한
훈련기금은 160%, 연간 5.75억 달러 증가하였고 무역의 영향을 받은 공동
120) http://www.doleta.gov/business/incentives/opptax/
121) http://www.doleta.gov/tradeact/taa/WhoWeServe.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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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새로운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다. 추가로 재승인
은 수입 증가로 고전하는 근로자의 자동수급권을 허락하고 있으며, 불공
정무역 결정의 경우 훈련, 의료 돌봄, 그리고 재취업 무역조정지원급여를
보다 접근가능하고 유연하게 만들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과 무역
조정지원 농가프로그램에서 급여혜택을 향상시키고 있다.
자. COBRA 지속 적용122)
경제회생법으로 통합총예산조정법(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 COBRA) 하의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감
면이 이뤄졌다. 이에 적용되는 개인은 보험료의 35%만 지불하면 되고 나
머지 65%는 조세신용으로 환급된다. 이의 수급조건은 적용근로자의 고용
종료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그 종료 시기는 2008년 9월 1일과 2010년 2
월 28일 사이여야 한다. 보험료 감면은 2009년 2월 17일 이후에 시작된
보험가입 기간에 적용되며 감면은 15개월까지 지속된다.

제3절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1. 유럽연합의 대응 : 유럽행동공조계획선언
Declaration on a Concerted European Action Plan(2008. 10. 12)
2008년 10월 12일 유로지역국(Euro area countries)의 정상(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이 모인 긴급정상회의에서 일치된 유럽행동계획
을 선언하였다. 선언문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 위기는
금융체계의 중대한 경제적 역할을 위협하는 것으로, 위기 초기에 주요한
금융기구를 지원하고 이들의 붕괴를 막고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
122) http://www.dol.gov/ebsa/cob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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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정적 조치들을 취하여 왔으나, 만연한 은행재원조달 문제와 금융위
기가 실물경제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보다 공조된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의 적절하고 효과적 재원조달 상태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체계의 적절한 기능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하여 결정
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함께 행동한다는 확약을 확인하였다. 유로지
역국의 회원국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의 유럽 접근방식에
기여하고 모든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은 전체적으로 단일시장의 기능이
나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국가의 정책수단을 자제하
고 통합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구들의 통합접근방식을
통하여 달성할 목표로

∙ 금융기관에 대한 적정 유동성 컨디션의 보장
∙ 현재 제약을 받고 있는 은행의 자금조달의 용이화
∙ 경제에 적절한 재원조달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
한 추가 자본재원의 공급

∙ 파산상태의 은행(distressed bank)의 효율적 자본재구성 용인
∙ 현행 예외적 시장환경에서도 회계규칙 이행에서 충분한 유연성 보장
∙ 유럽국가간 협력과정의 강화
로 삼고, 현행의 예외적 상황에서 유럽위원회(Commission)가 단일시장의
원칙과 국가원조체제(national aid regime)의 원칙을 고양하도록 하기 위
해 국가에 대한 원조 의사결정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유연성을 적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유럽경제회복계획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2008. 11. 26)123)
유럽연합위원회는 2008년 11월 26일 경제위기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123) 유럽연합위원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A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COM(2008) 0800 final,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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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 계획은 소비자와 기업가의 신
뢰 복원, 유럽연합 경제의 대부의 재개와 투자의 촉진, 일자리 창출과 실
업자의 재취업 도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은 회원국간 유럽
경제가 재가동하도록 하는 데 신속한 동의의 기반을 창출하도록 설계되
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2월 11～12일 유럽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을 채
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지금 조치를 취할 때(The time to act is now)’라는 제하의 유럽
연합위원회 위원장의 소개글은 이 계획이 지닌 2개의 축과 하나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 있다.124)

∙ 첫째 축은 수요를 진작하고 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에의 대규모 구매력
투입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안정성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존중하며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회
원국과 유럽연합이 2,000억 유로(국내총생산의 1.5%)의 즉각적인 재정투
입(budgetary impulse)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 둘째 축은 유럽의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 단기조치의 필요성에
있다. 이 계획은 “멋진(smart)” 투자를 향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설정하
고 있는데 “멋진” 투자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 미래의 저탄소시장에서 건설과 자동차와 같은 부문
을 진작시키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효율과 혁신을 증진하는
인프라와 내부연계(inter-connection)에 대한 투자 등 미래의 요구에 적
절한 숙련(right skill for tomorrow's needs)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동
시에 이 계획에 포함된 10개 항목의 경기회복조치(the Actions for
Recovery)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오늘의 도전(today's challenge)을 해결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열고, 행적적 부담을 줄이
고, 인프라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에 시동을 거는 올바른 사회적 경제적
방편(levers)을 갖도록 도울 것이다. 이 계획은 경쟁적 유럽이 저탄소경
제에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 이 계획의 근본적 원리는 연대성과 사회적 정의이다. 어려운 시절에 우
리의 행동은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를 향해야만 한다. 이에는 사회
124) 동 문건의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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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과금(social charges) 조치를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는 일, 유럽세계
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진척된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을 통해 실직자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
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일, 목표화된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취약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일, 접속수단인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
터넷 무능자의 요구에 대처하는 일이 있다.

이 계획은 도입부, 실물경제지원과 신뢰 진작, 세계적 해결책을 위한
작업, 결론의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도입부에서는 먼저 2009
년 제로성장과 유럽연합 경제위축과 함께 향후 2년 동안 실업이 270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춘계 경제전망이 나온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 금융시장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고 기대보다 오랜 기간 더 어려울
(tighter) 것으로 예상

∙ 가구와 기업의 신뢰는 기대 이하로 훨씬 하락
∙ 경기하강이 신흥경제(emerging economies)에 확산되어 유럽의 수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으로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 유럽경제회복계획은 유럽위원회의 현행 경제여건에 대한 대
응이라 정의하고, 이의 전략적 목표를

∙ 신속한 수요의 촉진과 소비자신뢰의 진작
∙ 경제의 경기하강의 인적비용 및 이의 최취약계층에 대한 충격 완
화125)

∙ 유럽이 성장국면으로 돌아와,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리스본전략(the
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Jobs)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
경제가 경쟁성의 수요와 미래의 요구와 조율될 기회를 맞을 준비126)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박차127)
125) 부연하면, 다수 근로자와 그들 가족이 위기에 휩싸여 있거나 그럴 것이며, 실직
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사람들이 장기실업에 직면하게 하기보
다는 신속하게 노동시장으로 돌려보내지도록 도와야 한다.
126) 이는 곧 필요한 구조개혁 수행, 혁신 지원, 지식사회의 건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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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경제회복계획은

∙ 공조화된 행동을 통하여 시너지를 활용하고 부정적 부작용효과
(spill-over effect)를 회피

∙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재정정책, 구조적 금융시장 개혁
과 대외조치(external action)를 도출

∙ 즉각적 조치와 유럽연합의 중장기 목표간 온전한 일치(full coherence)
를 보장

∙ 현안의 전 지구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국제적 대응
에의 기여를 형성
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유럽경제회복계획은 안정성 및 성장 조약과 성장과 일자리 리스본전략
에 근거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일련의 야심 찬 조치의 형태로 심각한
경기후퇴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환주기 대응적(counter-cyclical)
거시경제적 위기 대응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 2,000억 유로(유럽연합 국내총생산의 1.5%)의 즉각적 재정투입(회원
국의 재정팽창정책을 통한 1,700억 유로와 이러한 조처를 지원하는
유로기금의 300억 유로)

∙ 리스본전략에 바탕을 두고, 동시에 유럽경제의 장기적 도전에의 적
응, 잠재성장 제고를 목표로 한 구조적 계혁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설계된 우선적 조치들
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2장(실물경제 지원과 신뢰 진작)에서는 통화 및 신용 여건과 재정정
책에 대해 논의한 후 리스본전략의 4개 정책우선 영역－고용 보호와 기
업가정신 장려에서 ① 사람(people)과 ② 기업(business) 그리고 미래에
127) 유럽이 기후변화의 제한과 에너지 안전보장(energy security) 촉진에 대한 전략
에 정착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장려하고, 새로운 ‘녹색일자리(green-collar
jobs)’를 창출하고, 급성장하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전략이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유럽의 해외에너지 의존성을 낮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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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속적 투자에서 ③ 인프라와 에너지와 ④ 연구와 혁신－과 연관된
10개의 경기회복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는

∙ 대규모 유럽 고용지원 주도128)
∙ 노동수요의 창출129)
∙ 기업의 재원조달 접근성 고양
∙ 행정적 부담의 감소 및 기업가정신 증진
∙ 유럽의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투자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 ‘녹색상품(green products (and services))’의 신속한 출현을 장려
∙ 연구개발,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
∙ 자동차와 건설부문의 청정기술 개발
∙ 모든 사람을 위한 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제3장(세계적 해결책을 위한 작업)에서는 세계무역, 기후변화에의 대
처,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마지막 장(결론)에서는
유럽의회의 전폭적 지원과 향후 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28) 유럽사회기금 지원기준 단순화와 2009년 초 선지급방식을 만들어 18억 유로에
대한 회원국의 조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는 유연안정성 전략의 범주에
서 신속한 노동력 활성화체계(activation schemes)의 강화, 그러한 프로그램의
최취약계층 지원 치중, 현존 또는 기대되는 일자리공석에 맞는 숙련 개발과 향
상 및 모니터링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규칙을 개정하
여 핵심 분야에 보다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과 전직에 대해 공동
추렴하거나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에 대비, 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29) 회원국들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주
의 사회(보험) 부담 저감과 혁신적 해결책(예를 들면, 가사 및 아이 돌봄에 대한
서비스체크, 취약계층의 일시 채용 지원금 등)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노동
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침안(the
proposed directive)을 2009년 춘계 유럽회의 전까지 채택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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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경제회복 추진
Driving European Recovery(2009. 3. 4)130)
유럽연합위원회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6개월 정도 진행된 2009년 3월
4일, 은행 부문의 대출과 신뢰의 재건, 금융시장의 수선, 위기를 겪고 있
는 사람에 대한 지원, 4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적 반응의 건설을 제안
하는, 2009년 3월 19～20일 개최될 춘계 유럽회의에 제출할 발표문을 채
택하였으며, 위원장은 “우리는 시민, 기업가, 세계촌에 경제위기를 벗어날
길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만 한다. 유럽은 단일성(unity), 신뢰,
위기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본 문건의 제1권은 도입부(제1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금융체계의
복원과 유지(제2장), 실물경제 지원(제3장), 위기를 겪는 사람의 지원(제4
장), 전 세계적 경기회복의 증진 차원에서 G20 정상회담에 대한 유럽의
기여(제5장), 결론(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권은 부록(Annexes)으
로 금융시장개혁 프로그램, 유럽경제회복계획에 대응하는 구조개혁 자극 조
치(structural reform stimuli measures), 회원국의 경기회복 조치와 내부
시장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책임 있고 믿을 만한 금융시장을 위한
①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충격을 주기 전에 효과적으로 이를
다루고, 복합적 국제금융시장의 도전에 부응하는 금융감독틀(a
supervisory framework)을 유럽연합에 제공
② ‘안전제일(safety first)’ 원칙에 입각하여 유럽 또는 국가의 규제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간극을 메꿈
③ 유럽 투자자, 소비자, 중소기업의 저축, 신용접근, 금융상품에 관한
권리 보장
④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과를 가진 지급유인
(pay incentives)을 정비

130) 유럽연합위원회, Communication for the spring European Council - Driving
European recovery, COM(2009) 0114 final,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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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 과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확보
하는 5개 목적을 가진 새로운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지원을 다루는 제3장에서는 유럽경제회복계획의 시행, 경
제회복 수단으로서의 단일시장, 위기 이후 유럽 경제의 새로운 시작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유럽연합의 경제사회적 번영과 일자리창출의 동력인 단
일시장의 긍정적 부수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회
원국의 조치들의 원리로

∙ 내부시장의 개방성(openness) 유지 및 지속적 장벽 제거와 새로운
장벽 창출의 지속적 회피

∙ 유럽연합의 규칙과 협정 원리에 부응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재
화와 서비스를 다룸에 있어 무차별 보장

∙ 장기적 정책 목표를 향한 개입의 목표화 : 구조적 변화의 용이화, 장
기 경쟁력 향상, 저탄소경제 건설과 같은 핵심 도전에 대처

∙ “작은 것 먼저 생각(think small first)” 원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결정적 중요성의 온전한 고려

∙ 규모의 효과를 통한 총체적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정보와 모범
사례의 공유

∙ 유럽수준의 강력한 협동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노력의 공동화와 정책
수단의 설계로 시너지의 창출

∙ 새로워진 안정성과 성장 협약에 제시된 유연성 활용, 정부 재정적자
를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에 부응하는 포지션으로 복귀

∙ 무역상대자에게 개방된 단일시장을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협약을 존중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제4장에서는 먼저 위기의
인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 기존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하는 조치131)
131) 단시간근로 수당,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임금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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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노동시장 (재)통합을 보장하는 조치132)
∙ 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치133)
∙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보건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조치134)
등 네 가지 광범위한 형태의 정책우선순위에 조치들을 치중할 것을 요구
하고, 회원국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
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 일시적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working-time arrangement)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고용상태를 보전135)

∙ 사회보호급여를 온전히 활용하여 유연안정성 접근방식과 궤를 같이
하며, 경기침체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활성화(activation)
의 강화와 적절한 소득지원 제공136)

∙ 특히 단시간근로자와 사양산업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과 숙련 향상에
투자137)

∙ 과도부채의 방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통해 금
132) 취약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지원, 장애급여 또는 질병급여의 변화, 새로운 실업급
여 적용규칙 등.
133) 최저소득/임금의 인상,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확장이나 적용기간의 연장, 주택수
당 또는 가족수당 인상, 조세 환급 또는 감면, 과도부채나 재소유(re-possession)
에 대항하는 조치들.
134) 주택건설, 병원, 일차보호(primary care), 장기보호 인프라, 학교에 대한 투자와
연금기금이 장기부채를 충족하도록 돕는 조치들.
135) 생산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일시적 근로시간 조정(“단시간(short-time)”)은 노동
투입 유연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대량해고를 막아주어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완
화시키고 기업에게는 상당한 해고비용과 (재)채용비용을 절감케 하며 기업특유
의 인적자본의 손실을 막아준다. 또한 그러한 조치들이 고용가능성을 지원하고
사람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안내하고 경기회복시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향
유하도록 하는 조치들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다른 회원국의
부정적 부수효과를 회피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136) 실업보험 수급기간이 너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일시적 연장과 최저소득조항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귀유인은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하며, 적극
적 포함전략(active inclusion strategy)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한다.
137) 녹색일자리와 같은 미래의 노동시장 요구에 정조준한 훈련을 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숙련요구에 대한 예측이 장려되어야 한다. 실업 증가에 맞추어
고용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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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의 개인에 대한 직접적 충격을 완화

∙ 새 기회의 원천인 단일시장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138)
∙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임금비용 인하와 같은 지원조치 고려
∙ 청년실업자와 조기 학교이탈자를 다루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139)
∙ 노동시장 분절화(segmentation)를 줄이고 노동시장 기능성을 개선하
도록 모든 요소들을 망라하는 유연안정성 접근방식 내에서 고용보호
법제를 개정하는 조치들의 통합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09년 5월에 개최될 유럽고용정상회의(European
Employment Summit)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로

∙ 보다 유연하고(flexible), 안전한(secure), 포함적(inclusive) 노동시장
을 위한 구조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기여

∙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공조된 접근방식에 동의
∙ 사회적파트너와 관련당사자들, 사용자와 노동자 양자의 상호편익
(mutual benefits)을 위한 사회정책의 현대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합
의에 착수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기회복의 증진 차원에서 유럽의 G20 정상회의에의 기여를 다루
는 제5장에서는 2009년 4월에 개최될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 투명성과 책무성의 개선
∙ 건전한 규제의 제고
∙ 금융시장의 통합 촉진
∙ 국제적 금융감독 협력의 강화

138) 이는 경기침체 기간에도, 숙련과 노동시장요구간 영속적 불일치(mismatches)를
다루는 데 유익할 것이다.
139) 젊을 때 교육이나 고용 상태를 벗어난 시간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가진
다. 따라서 회원국은 기존 학생들이 학교에 그대로 머물고 실직 근로자가 재숙
련(re-skill)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 훈련 수요의 제고를 준비하고 장려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녹색일자리(green jobs)’와 같은 미래 노동시장 성
장분야들이 이미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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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포럼(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 FSF)의 확대
∙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국제통화기구(IMF)의 강화
∙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의 진일보
를 통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바탕으로 한 세계 금융과 규제 체계의 개
선에 대한 확실한 확약을 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 재정정책수단의 지속적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적 경기회복의 진척
∙ 재정자극(fiscal stimulus)의 보완으로서 개방무역(open trade)의 증진
∙ 무역금융에 대한 다자간주도(multilateral initiative) 착수
∙ 세계 경제위기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세계적 평화와 안정
성의 기초로서 세계발전의 증진
을 통한 세계시장의 균형성장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유럽고용정상회의와 고용확약공유
가. 고용정상회의(Employment Summit : 2009. 5. 7)와 10개 조치
유럽연합의 지도자들과 사회적파트너들은 2009년 5월 7일 프라하에서
경제위기 이후 최초로 고용과 관련된 본격적 논의를 하는 고용정상회의
(Employment Summit)를 개최하여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사람들이 일자리에 계속 남아 있게 하고 실직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일자
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실제적 방안들을 변별하였다. 유럽사회기금과 유
럽세계화조정기금을 포함한 유럽수준의 공조 협력이 국가수준에서의 조
치에 대한 최선의 보완책으로 논의되었으며, 실업에 대항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도전을 다룰 사회적파트너와 함
께 시행할 10개의 조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 근로자 보유와 결합되고 (유럽사회기금을 포함한) 공적 기금으로 지
원되는 일시적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일

256

경제위기와 고용

자리에 유지

∙ 기업가정신과 일자리 창출 장려(예를 들면, 비임금비용 인하와 유연
안정성을 통해)

∙ 실업 첫주에, 특히 청년 실업자에 대해 집중적 상담과 훈련 및 일자
리탐색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고용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 2009년 말까지 높은 수준의 도제프로그램(apprenticeship)과 훈련프
로그램(traineeship)의 수를 대폭 증가

∙ 근로유인,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장애인, 저숙련자, 이민자
를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더 나은 통합을 선도하는 사회보호체제의
현대화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포함적 노동시장을 증진

∙ 특히 모든 학교졸업자에게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숙련을 제공하
는 등 평생학습으로 모든 수준에서 숙련의 향상

∙ 노동수요와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짝짓기를 위한 노동이동성 활용
∙ 일자리 기회와 숙련요구의 변별 및 훈련이 일자리제의와 맞아떨어지
도록 숙련전망을 개선

∙ 실업자와 청년의 사업개시를 지원(예를 들면, 사업지원훈련과 착수자
금의 지원, 사업착수시 조세 인하 또는 감면 등)

∙ 모범사례의 교환 및 상호학습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대와 관리
이다.
나. 고용확약공유(2009. 6. 3)140)
유럽고용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나온 이 발표문의 제1권은 도입부(제1
장), 핵심 우선사항과 조치(제2장), 공동체기금의 더 나은 활용(제3장), 미
래를 준비(제4장), 그리고 결론(제5장)으로, 제2권(Annexes)은 최근 회원
국이 취한 고용 조치, 일시적 단시간근로의 장려, 더 나은 유럽사회기금
140) 유럽연합위원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Regions. A Shared Commitment for Employment,
COM(2009) 257 final, Brussels, 200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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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침체의 주된 충격은 사람에 있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최고의 도전
은 높은 수준의 실업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진작하고, 경제의 회생 및
지속가능한 경기회복과 성장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
으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장기 개혁목표와 상당
히 궤를 함께하는 경기회복 조치들을 취해 왔지만 여전히 경기하강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가의 조치가 필요하며,
춘계 유럽회의 이후 유럽연합위원회, 회원국, 유럽의회, 사회적파트너, 민
간사회의 대표들이 위기의 일자리에 대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왔음을 밝히고 있다.
핵심 우선사항과 조치에서는 2009년 3월 4일 유럽위원회 발표문인 유
럽 경기회복 추진에 기초하여, 춘계 유럽의회와 2009년 4월의 마드리드,
스톡홀름, 프라하에서 열린 세 차례의 고용워크숍을 통하여 3개의 핵심
우선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5월 7일의 유럽위원회 고용정상회의에 상정하
여 검토하고 10개의 조치를 정하였다.
세 가지 핵심 우선사항은
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이동성 증진
② 숙련 향상과 노동시장 요구 짝짓기(matching), 그리고
③ 고용접근성 증진
첫 번째 우선사항인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이동성 증진에서 제시
된 우선 조치로는

∙ 너 나은 단시간근로관계 활용
∙ 더 나은 구조조정의 기대와 관리
∙ 일자리 창출 진작
∙ 이동성 촉진
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우선사항인 숙련 향상과 노동시장 요구 짝짓기
에서 제시한 우선조치로는

∙ 숙련향상과 평생학습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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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돕기
가 있으며, 세 번째 우선사항인 고용접근성 증진에서 제시한 우선조치로는

∙ 활성화의 강화와 고용접근성 증진
이 있다.
유럽공동체기금의 더 나은 활용을 다루는 제4장에서는 2009～10년 190
억 유로의 유럽사회기금 활용에서 재정지원이 두어야 할 초점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에는

∙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체와 근로자를 도움
∙ 기업가정신과 자영업을 증진
∙ 숙련과 노동시장 요구의 짝짓기
∙ 청년층
∙ 가장 취약한 집단
∙ 공공고용서비스
가 포함되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제4장에서는 유럽연합위원회가 2009년 말까지 유럽고
용전략(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 EES)을 포함한 2010 이후
성장과 일자리 전략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밝히면서,

∙ 유럽연합이 위기 완화와 회복 준비 사이의 간극을 이을 것이므로 이
발표문에서 밝힌 세 가지 정책 우선사항이 미래의 유럽고용전략과 마
찬가지로 중요하다. 유럽고용전략은 노동시장정책을 도와 성장과 고
용을 촉진하고 숙련 수준을 획기적으로 고양하고, 포함정책(inclusive
policies)의 고용성과와 금융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경제적 역할을 활
용토록 할 것이다.

∙ 갱신된 유럽연합의 성장과 일자리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유럽고용전
략은 상당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단순해야 하며, 보다 초
점이 맞춰진 목적을 가져야 한다.

∙ 회원국의 개혁프로그램의 설계 및 채택에서 국가 의회, 사회적파트
너, 그리고 여타 관련당사자들의 보다 강력한 참여와 함께 국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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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은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초점이 맞춰진 구조기금(the Structural
Funds)의 활용은 고용정책의 시행을 지원해야 한다.

∙ 사회적파트너와 연계된 유럽연합위원회와 회원국의 협력 역할은 국
가간 비교와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제4절 소 결

미국의 NBER은 2007년 12월을 정점으로 새로운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하강국면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는 2000
년대, 보다 엄밀히 말하면 2003년부터 시작된 지나친 경기호조의 국면전
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과 주요 금융기관의 구제로부터 시작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화
된 금융체제와 국제무역 등 전파경로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경제위기
의 세계화과정을 겪으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또는 전후(post-wars)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황심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수없는 논의들이 각국의 정책담당자들과 전문
가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금융시장의 붕괴에 대한
사실들이 보도되었으며, 금융위기의 범인으로 미국의 부동산거품과 전문
가조차 위험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양한 파생상품을 중
심으로 한 유독자산(toxit assets)이 거론되었다.
본장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근인은 미국 부동산시
장에서의 거품 붕괴와 외환시장에서의 대달러 환율절상압력, 환위험을
무시하고 각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수반무역, 자유화된 자본시
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유입, 세계화된 무역 등이 위기를 급속하게 전 세
계 금융기관으로 전파하였다는 데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면, 위기 발
발 당시 거의 공황상태에 놓였던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 짧은
시간 안에 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점이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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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회복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위
기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경제회생법을 입
법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유럽행동공조계획선언과 유럽경제회복계획을 수
립하는 한편 유럽경제회복추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공조체제를 이루
었다. 또한 국제적 정책공조를 위해 7개국 또는 20개국 정상회담을 통하
여 전 지구적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유
럽연합의 노력을 정리하였다.
2009년 1월 들어선 미국 오바마 정부는 2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공황에
대응한 뉴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7,876억 달러의 세출을 통하여 일자리보전
및 창출, 경기침체 피해 집단의 지원, 과학 및 보건 기술진보 박차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장기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
시설 투자, 주정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극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인 ‘미국경제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입법하였다. 이 법의 목적에 따라 고용 측
면에서 노동력투자법 프로그램,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긴급실업보상과 실
업급여를 인상하는 실업보상급부 및 실업보험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
는 실업보험 관련 프로그램, 고령자 공동체 서비스 고용, 고용서비스 주
정부 교부금, 근로기회 조세신용, 무역조정법 확대, COBRA의 지속 적용
등이 실시되었다.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책공조에 합의하였는데, 2008년 11월 유럽연합위원회가 경제위기에 협
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인 유럽경제회복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을 제안하고 12월 유럽정상회의에서 이를 채택
하였으며, 2009년 5월 유럽고용정상회의를 거쳐 6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이동성 증진, 숙련향상, 고용접근성 증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
는 고용확약공유(A Shared Commitment for Employment)를 채택하였
다. 또한 2008년 12월 G7 행동계획(Action Plan)을 시작으로 한 국제적
정책공조는 11월 G20 재정장관회의(브라질, 상파울루)와 워싱턴 정상회
담, 2009년 3월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영국, 호샴), 4월의 런던
G20 정상회담, 7월 라낄라 G8 정상회의, 9월 G20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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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의(영국,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낮은 이자율 유
지 및 재정확대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인․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대공황 이후 초유의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다
시 출구전략을 언급하는 성급한 낙관론으로 변화되어 왔다. 각국의 확장
적 재정정책 기조와 국제적 정책공조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는 당초 예
상되었던 심각성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국가
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조심스런 논의들이 있긴 하나 노동시장에 대한 전
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출구전략에 대응하여 더블딥
(double dip)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향후 고용유지 및 실업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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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직접적인 분석대
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특히 고용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외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
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선택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경제 충격을 보다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제1부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록되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
기의 특징,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조정의 패턴, 노동공급자의 행태
변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대응 등 이번 경제위기가 초래한 노동시장에서
의 변화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제2부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
다. 우선 10년 전 우리의 경험인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
책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 미
국 대공황과 뉴딜정책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정책대응과 국제적 정책
공조의 특징과 역할을 평가하였다.
각 장에서의 주된 연구 결과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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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노동시장의 대응
실물경제지표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8～09년의 상황은 1997∼98년 외
환위기 무렵의 경제위기 국면에 매우 근접해 있었지만, 고용지표상으로
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실업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위기의
원인과 배경, 경제여건에서의 차이와 함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경제
주체들의 대응방식이 달랐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부실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마침내 외환관리 실패로 국가부도에
직면하여 IMF의 강제적인 고금리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연 20%가 넘는 이자율이 유지되면서 그 결과 국내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대량의 도산사태로 이어졌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실직과 정리해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는 이자율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 및 재정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금리의 하락 추세에 힘입어
효과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급작스런 구조조정과 그로 인
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다.
둘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고용구조를 핵심인력 위주로 슬
림화하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전략
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비정규직 규모 조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시적인 조정체제가 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
할을 하면서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자영자에서
고용위기가 전면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 청년층이 집중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셋째,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작스런 고용
조정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하였다.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도 외환위기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큰 어려
움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이 노․사 모두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합의

264

경제위기와 고용

와 조정에 보다 적극적이도록 만들었다. 전국 수준에서의 노사합의 말고
도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조정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정부
도 정리해고가 아닌 일시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
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였고,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들이 모아져 대량
실업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노․사․정 모두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고용 충격을 크게 완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제 쇼크에 따른 고용 충격이 외
환위기 당시에 비해 덜하였다고 해서 고용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
록 정규직의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고 실업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고용조정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채용도 대폭 줄어들었
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보다 심화되었고, 이
는 외환위기 무렵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의 장년층 퇴직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점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장년층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위기는 비교적 용이하게 포착되며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안
전망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이들의 고용의 심각성조
차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를 노정한 점이다. 이는 고용
위기의 양상이 과거와는 명백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경제
위기에 의해 촉발되는 고용위기의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및 실업 정책이 정책타깃을 명확
히 하고 이들의 고용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
을 개발할 필요가 제기된다.

◈ 경기변동과 고용․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다양한 투입요소를 조정한다. 그 중에서도
기업은 자본 등 타 생산요소보다는 가변적 요소 성격이 강한 노동투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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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근로시간)을 일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1997년 경제
위기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나 노동비용 절감
등 기업경영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7년을 경계로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
한 조정방식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
책방향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30년간(1977～2007)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에서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고용, 근로시간)의 조정패턴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량 조정 측면의 수량적 노동유연성
은 1987년 시작된 정치․사회적 변화,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영향력 증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1987년을 거치면서 이전시기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
나,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유연성이 보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
였다.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고용
량 조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한 이후의 시기
에도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
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 역시 앞으로 고용량 조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사전에 보완․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숙련형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근
로의욕 및 사기 저하, 노사 갈등의 표출, 사회안전망 구축비용 증대 등 고
용량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생산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의 정도는 고용량 조정과는 반대
로 1987년을 거치면서 증가하였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노동시장이론에서 예측되는 바와 기본
적으로 부합한다. 시기별로 근로시간 및 고용의 탄력성이 서로 반대방향
으로 움직인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노동투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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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고용량과 근로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대체관계를 활용하면
서 총 노동투입을 조정함으로써 생산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을 추구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향후 기업들이 외부적 생산변동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계좌제나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
용지위를 보장하면서도 조정비용이 적은 근로시간을 매개로 총 노동투입
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경제
위기 이전․이후시기에 관계없이 생산변동의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
각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반면, 고용량은 비교적 긴 시차에 걸쳐 지
속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투입 조정
패턴은 기업들이 생산변동 충격에 직면하여 초기단계에는 주로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변동 충격이 지속되면 고
용량 조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노동경제이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변동 충격이 주어졌을 때, 단기적 시각에서 고용량 조정을 감행하기
보다는 생산변동 충격의 성격이나 지속성 등을 판단하고 근로시간과 고
용량간의 대체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총 노동투입을 조정하는 전
략을 통해 고용량 조정에 따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비용을 최소
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분석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든 분석 시기에 있어서 여
성의 고용탄력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변동성 측면에서 보다 취
약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여성은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용량 조정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그 영향을
훨씬 크게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시기에서도 고용
탄력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고용탄력성 차이가 더욱 확
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더욱더 취약한 상태에 빠져들어
왔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초과근로시간 탄력
성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들은 여성의 경우 고용 및 근로시간 조정이라는 노동투입 조정의 양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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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두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더욱 커졌음을 시
사한다. 이와 관련, 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
성에 불리한 기업고용관행의 개선, 교육․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여성
의 숙련형성 단절을 막고 고용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위기와 노동공급의 동학
경제 및 고용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이다. 그
러나 이번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3%대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러한 고용지표 추이는 경기위축과 내수침체로 빠르
게 악화된 고용사정과 노동시장 긴박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실업률이 낮지만 고용률도 크게 낮아져 실업과 비경활의 중간 영
역에 해당하는 잠재실업자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노동력상태를 취업-실업-비
경활의 세 범주에서 (완전)취업-불완전취업-(공식)실업-잠재실업-(순수)
비경활의 다섯 범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불완전취업은 부분실업, 잠
재실업은 실망실업,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으로 더 세분화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들 지표를 이용하면 잠재실업자와 부분실업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2009년 1～8월 평균 8.5%로 공식실업률 3.8%의 2.24배가
되는데, 최근에 올수록 확장실업률 배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동학을 반영함에 있어 공식실업률의 대표성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과 같은 확장실업지표를 이용하면 경
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변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통상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자 변동폭은 취업자 변동폭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시 실직자의 일부만이 공식
실업으로 포착되고 다른 일부는 불완전취업 및 잠재실업의 형태로 노동
시장에 잠복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주로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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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개인들이 불완전취업 혹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생계를 떠맡아야 하는 남성 중장년층은 불완전
취업으로, 여성과 청년층은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했던 ‘취업준비자’의 행태와 관련해
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다. 공식실업자,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를 제외
한 잠재실업자는 대체로 경기와 역행하는 동학을 보여주지만 취업준비자
는 경기순행적 변동을 보인다. 이는 경기가 좋아지면 향후 취업기회가 늘
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취업대기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지만, 반
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앞으로 취업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가능한 일자리에 우선 취업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 취업준비
자의 경우는 취업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실망실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
아 경기역행적 변동을 취한다. 여성 취업준비자 중에는 경력단절 후 재취
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때 다
시 실망실업 혹은 비경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짐을 시사한다.
이번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변화에 한정해 보면, 인적 특성으로는 여성
과 청년층 고용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일자리 특성으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5인 미만 영세소기업, 자영자와 일용
직 등에서 취업 감소가 현저하였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자와 잠재실업자가 늘었지만,
이들이 실직후 실업, 불완전취업, 잠재실업으로 이동하는 양상에서는 근
로자계층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중졸 이하 저학력자는 실업보다는
잠재실업, 특히 실망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졸 이상 고학력
자는 실업으로의 이동이 보다 일반적이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는 공식실
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시․일용직의 다수는 실직후 실망실업
자로 이동하여 이들의 고용사정이 공식실업지표상에서 잘 반영되기 어려
운 구조에 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제도적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영자를 포함하여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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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근로자들이 경기변동 과정에서 받는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월별로 매칭하여 개인 단위에서
노동력상태 변화를 파악하였는데,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대체로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로 완전취업자가 줄고 불완전
취업자, 공식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활인구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실직후 공식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전과 동일하나 잠재실업자가 되는
비율은 경제위기 직후 0.8%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동일한
노동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져 경제위기를 전후로
노동력상태 이동이 훨씬 빈번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실업 이외에
준실업 상태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력상태 이동의
동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포착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실업률
에만 의존할 경우 노동시장 제도 내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
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
용보험과 같은 리스크분담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
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고,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특수고용, 자영
자 등에 대해서는 제도내 편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0년 7
월부터 자영자 및 5인 미만 소기업 자영업주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가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취업상황이 열악할수록 임의가입 가능
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고용인이 없는 영세자영자나 특수고용 근로자
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정부보조를 통해 가
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고용불안 요인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결국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
전적 지원이 오히려 사회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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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나누기와 노사관계
2008년 하반기 이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하에서 정부는
일자리나누기 종합대책(2009. 1. 29)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사
회협약이 체결(2. 23)되어 불황 극복을 위한 각 주체들의 의지를 모으기
도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
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아지는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황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유연성 대처 방
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유형에 따라
유연성 확보 기제가 다른 것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단
축 중심의 유럽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나누기가 임금조정을 중
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불황기에 노조가 근로조건의 후퇴를 받아들
인다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 개념과 중첩된다. 결국 우리나
라에서 일자리나누기는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결부지어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역시 임금조정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나누기에 33.9%의 기업
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도 20.1%에
달하였는데,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다수는 경영전략이나 철
학에 따른 것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일자리나
누기 및 고용조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때 두 가지 대응 방식을 선택한다는 기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종업원수로 측정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조정을
피하고 일자리나누기에 나설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전년도 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 고용조정을 실시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공공부
문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고용조정 실시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아울러 노사의 전략적 선택 변수와 관련하여 정규직 감원은
가장 뚜렷하게 가설과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즉 사용자가 고용조정에 대
한 적극성이 있을 경우 고용조정이 단행되는 반면, 고용조정 필요성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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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할수록 일자리나누기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조정과
기능유연화, 외주조정 등은 유의도가 낮았으나, 임금조정의 경우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노측이 임금조정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
을수록 일자리나누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측이 고용조정 전략을 취할 경우 고용조정이 단행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 부딪치는 영역이 임금조정과 고용조
정의 결합영역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모델의 설명력과 관련하여 일자리나누기는 노측의 임금조정
수용도와 밀접히 관련되며, 반면 고용조정은 사측의 전략이 커다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 조정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유의도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해서는 사
측이 비정규직 감원 필요성을 느끼지만 노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을 포함한 일자리나누기에 나설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
버퍼로 작동하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원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금번 불황에
서 기업들은 고용조정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선택하였으며, 이 때 사측
의 전략은 물론 노측의 예상태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IMF 당시와 불황의 성격이 달라 경기순환에 대응한 특성을 지
니기도 하지만, 고용조정 중심의 전략이 부과하는 높은 조정비용과 그 이
후의 충성도와 몰입도 저하를 경험한 기업들이 임금조정형 일자리나누기
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
기불황시 노사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며, 향후 임금, 고용, 시
간, 기능적 유연성 등 다양한 유연성 수단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를 둘러
싼 노사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 평가
이번 경제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우리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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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있는 조건도 크게 달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위기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 대응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현재의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정책은,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강도 높은 구
조조정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정책 경험은 매우
미약한 상황적 조건하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으로 대량실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데다 외환위기 이전의 노동정책이 인
력난과 임금 문제 등에 집중했던 경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축재정과 급
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간의 대량실업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
하는 고용실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1997～98년 외환위기
시의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실업 충격이 워낙 컸고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도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공공근로
나 실업자대부와 같은 임시적․한시적인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컸으며,
정책의 시급성으로 인해 장기적 비전과 정교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보
험제도의 단계적인 확대적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외환위
기 실업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정책들이 일부 제도화되는 사례들
도 있었다. 그러나 고용실업정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 빈곤정책과
의 적극적인 연계가 중요했음에도 정책의 연계는 정교하게 고려되고 설
계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책의 대상을 정확하게 타기팅하지 못하여 정책
의 효과성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둘째, 실업정책의 초점이 주로 전직실업자에 맞추어짐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이 취약했다. 도시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취업자,
농림어업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
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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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개선 조치도 있었다. 근기법
의 일부조항(임금․휴게시간․주휴일․업무상재해 근로자 보호 등)을 5
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1999년 1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종래에는 1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1999년
7월), 부도․파산사업장(5인 이상)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해 주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이 도입된 것(1998년 7월) 등은 영세사업장의 취약근
로자들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조치들이었다. 제도적 실업대
책의 보호하에 있는 실업자수는 1998년 44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155만
명의 28.4%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47.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의 증가는 대부분 실업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부분이 컸다. 실제로 제
도로 포괄되는 실업자수는 50만 명을 넘지 못하였다.
셋째, 외환위기가 초래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는 취약했다. 긴급하게 실업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를 합리화
하는 정책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
면서 비정규직이 통제되지 않은 채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중소기
업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악화되었
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환위기가 남긴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노동시장정
책 추진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넷째, 고용실업정책들 사이의 연계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이 취
약했다.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량실업은 한편으로는 경기회복으로 취업으
로 빠져나가기도 하였지만, 많은 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갔고 이
들 중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
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 활성화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
다.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연계복지로서 자활사업이 설계되었
음에도, 자활사업의 근로연계적 성격은 매우 미흡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경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볼 때, 무엇보다도 1997～98년 고용실업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경제위기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사후적으로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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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를 한 번 경험한 우리로서는 차후에
경제위기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경제위기의 사후적 효과까지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
계․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실업정책들 사이의
연계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정책과 대상이 정확하게 결합되도록 노동시장 실태 조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부처간 협의와 조정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외환위기시 고용실업대책이 남긴 정책적 시사점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딜: 실업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
사를 갖는다. 최근에는 루스벨트의 뉴딜이 대공황을 장기화시켰다는 주
장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는 소위 “후버의 뉴딜”이 대공황의 원인
이라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명목임금이 삭감되었던 1920～22년의 전후 불황이 단명
했던 데 비해, 1929～33년의 장기적인 대공황 시기에는 명목임금의 하락
이 더뎠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두 시기의 디플레
이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빠르고 급속
하게 진행되었던 전후 불황과 비교할 때, 대공황 초기의 디플레이션은 상
대적으로 완만했다. 또한 전후 불황은 제1차 대전 시기에 물가와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뒤에 발생한 것이었고, 대공황은 1920년대에 임금이 상
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대공황 초기의 명목임금 경직성은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실업수당,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제약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후버 행정부
의 구매력 정책이나 과소소비론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겨난 것도 아
니었다. 또한 그것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하여 발생한 노동공급의
기간간 대체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태업이나 이직, 역선택의 방지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우려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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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공황 당시의 여러 기록이나 통계적 증거들
은, 1929～31년 사이의 임금 경직성이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깨어짐으로
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손실을 우려한 기업들이 정리해고 대신에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택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 삭감을 자제한 결과
라는 설명과 부합한다. 특히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노동자들의 인식이
유지되는 데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설명은 계약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이론적 논의와도
상통한다. Hart and Moore(2008)는 애초에 Coase(1937)가 제기한 거래비
용의 핵심적 측면인 가격협상(haggling)의 비용이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
음을 강조한다. 즉 계약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가격이
낮아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 그 계약 당사자
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약에 명시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
는 방향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완전
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정도가 판사와 같은 제3자에 의
해 이행될 수 없으므로 자기 이행적인 암묵적 계약의 형태를 갖게 된다.
대공황이 장기화되면서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데 따른 이득이 줄어들었
다는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암묵적 계약에 의한 약속은 깨어졌다. 임금 삭
감과 정리해고를 자제하려던 약속이 깨어진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협력
을 요구하는 암묵적 계약에 기초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지속하려는 노력
은 노사갈등과 노동쟁의의 증폭만 불러왔다.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노조나 노사협의회를 고집하거나 사법권과 집행력을 갖지 못한 정부
가 개입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에 따라 회복도 어려워졌
고, 1차 뉴딜은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정치적 실패로 귀결되었
다. 암묵적 계약을 대체할 새로운 계약의 구조가 요구되었다. 와그너법을
비롯한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복
지 프로그램들은 암묵적 계약에 기초한 사적 복지를 대체하였다. 나치 독
일과 같은 길을 채택하지 않는 한, 실업률이 높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약
속을 배반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억지로 틀어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협상력 증대는 대공
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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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식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균형의 변화는 계약의 유연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공황으로 인해 약속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
해, 개인적인 차원의 계약의 자유에만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는 인식이 미국사회에서 광범하게 설득력을 얻게 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등장은 ‘정부로부터의 자유’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뉴딜 시기
미국사회의 신념과 가치체계의 변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조
건의 개선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을 변화
시켰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방향
으로 구호와 복지정책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대공황이 시장에 대한 믿음
을 앗아갔을 때, 뉴딜은 시장을 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믿음
을 되살리는 방향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나치 독일과
달리, 자본스톡의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회복과정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노동정책을
선택한 미국이 장기적으로 더욱 건전한 회복의 방향을 채택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노동정책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간적
인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정책은 계약의 구조나 공식
적, 비공식적 사회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정책이나 화폐금융
정책 등과 달리, 노동정책은 완전고용이나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위해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
책이 아니다. 이것이 대공황과 뉴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 판단된다.

◈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및 유럽의 대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위기의 심각함과 광범위함에서
전후 경제사에 유례가 없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제9장 결 론 277

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공황 이후 가장 심
각한 경제위기’라는 초기 비관론이 제시한 전망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출구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경제위기의 세계화과정을 겪으
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면,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시작
과 더불어 비관론이 우세하였으나 각국은 위기의 세계성을 인지하고 즉각
적으로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선제적 대규모 대응
과 국제적 공조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근인은 미국 부동산시
장에서의 거품 붕괴와 외환시장에서 대달러 환율절상압력, 환위험을 무
시하고 각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수반무역, 자유화된 자본시장
을 통한 대규모 자본유입, 세계화된 무역 등이 위기를 급속하게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전파하였다는 데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면, 위기 발발 당
시 거의 공황상태에 놓였던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 짧은 시간
안에 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점이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의 회복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경제회생법을 입법하였
으며, 유럽연합은 유럽행동공조계획선언과 유럽경제회복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럽경제회복추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공조체제를 이루었다.
또한 국제적 정책공조를 위해 7개국 또는 20개국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
지구적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유럽연합
의 노력을 정리하였다.
2009년 1월 들어선 미국 오바마 정부는 2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공
황에 대응한 뉴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7,876억 달러의 세출을 통하여 일
자리보전 및 창출, 경기침체 피해 집단의 지원, 과학 및 보건 기술진보
박차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장기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 투자, 주정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극패
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인 ‘미국경제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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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입법하였다. 이 법의 목적에
따라 고용 측면에서 노동력투자법 프로그램,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긴급
실업보상과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실업보상급부 및 실업보험의 현대화 등
을 골자로 하는 실업보험 관련 프로그램, 고령자 공동체 서비스 고용, 고
용서비스 주정부 교부금, 근로기회 조세신용, 무역조정법 확대, COBRA
의 지속 적용 등이 실시되었다.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책공조에 합의하였는데, 2008년 11월 유럽연합위원회가 경제위기에 협
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인 유럽경제회복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을 제안하고 12월 유럽정상회의에서 이를 채택
하였으며, 2009년 5월 유럽고용정상회의를 거쳐 6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이동성 증진, 숙련향상, 고용접근성 증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
는 고용확약공유(A Shared Commitment for Employment)를 채택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G7 행동계획(Action Plan)을 시작으로 한 국제적 정책
공조는 11월 G20 재정장관회의(브라질, 상파울루)와 워싱턴 정상회담,
2009년 3월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영국, 호샴), 4월의 런던 G20 정
상회담, 7월 라낄라 G8 정상회의, 9월 G20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영국,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낮은 이자율 유지 및
재정확대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인․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대공황 이후 초유의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다시
출구전략을 언급하는 성급한 낙관론으로 변화되어 왔다.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국제적 정책공조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는 당초 예상되
었던 심각성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국가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조심스런 논의들이 있긴 하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출구전략에 대응하여 더블딥(double
dip)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향후
고용유지 및 실업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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