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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사회보장체계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안정적인 복지국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
적인 쟁점들을 다루었다. 첫째, ‘유연안정성’ 개념은 복지와 노동이
정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
인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표상하는 지향점이 현실정책에서
왜곡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다. 둘째,
서구의 사회보장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해온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회
보험 도입과 확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셋째, 복지와 고용이 만나
는 가장 구체적인 접점인 실업급여제도를 국가 간 비교연구의 관점
에서 조망하였다. 넷째, 저임금 노동은 사회보장체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자면 사회보장체계의 결
함이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기도 한다는 상호관계를 드러내기 위하
여 저임금 노동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서 국가복지의 영향권에 들어오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흔히 지적되
는 거대한 영세자영업부문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섯째, 복지가 노동
과 결합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한다면, 기초적인 담론 수준에서 새
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기 위하여 마지막 장을 구
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유연안전성’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노동과
복지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었다. 자본주의시장경제
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인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보호제도의 선택과 결
합 방식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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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극단적
으로 추구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불안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
고 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중층적인 이중구조화와 미숙한 복지제
도(과도한 상품화와 광범한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유연성의 필요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실현 가능성 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과도한 유연성’
을 ‘적절한 고용보호’로 전환하여 외환위기가 초래한 고용트라우마
를 완화하고,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의 축소, 조직노동의
연대성,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시민들의 공적마인드 수준의
제고가 동반되는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복지국가
형성기에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는 까닭은 우리 사회의 현재 문제
에 대한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보험 확대의 주요 설명요인은 계급 및 사회 제 세력의 역
학관계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다.
단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
지는 혁명적 분위기 또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통한 정치적 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건이라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이
중요하고 다른 계급과 연대전략이 중요하다고 흔히 지적되어온 이
론은 우리 관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좀더 보충을 하자면,
노동계급은 보편적 사회보장을 주창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 아
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언제나 하나의 단일한 계급적 이해를 추구
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은 신중간계급의 이해와
경쟁해야 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으면 취약계층
을 자신들이 먼저 구축한 보험체계에 품어 안지도 못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들이 취약계층과 위험분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범위를 넓혔
을 때 보다 든든한 소득보장체계와 함께 조직률의 향상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구중간계급, 화이트칼라, 자유주의자는 복지국가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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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떠나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한 단계 높은 급여
를 원하고 독자적인 제도를 따로 구축하기 원하기도 한다. 이것을
인정한 위에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다.
제4장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
의 유형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구성 측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는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와 공공부조로 이루어지는 2층의 안전망을 갖고 있고, 공공부조도
수급자격요건이 엄격해서 소수의 실업자만이 보호범위 내에 포괄
되어 있다. 1층 안전망(실업급여)과 최종안전망(공공부조) 사이의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업부조
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2층 안전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취약계층실업자를 대상으
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실업급여의 관대성
측면에서는 기여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가장 관대성이 낮은
수준에 속한다. 수급자격요건과 관련되는 자발적 이직자 제재의 경
우 실직기간이 장기화된 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
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급여수준 측면에서 임금대체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경우 전반적인 지출수준도 매우 낮
은데, 구성 측면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비중이 너무 큰 반면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다. 임시적인 소득보
전의 성격이 강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구조조정해서 소득보전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사
업은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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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고용전략상의 특징
과 사회정책적 특징을 결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7개국을 비교 검토하되, 병원업종을 중심으로 살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산업의 저임금 노동 현황은 고용전략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때의 고용전략은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으로 나뉘는데, 한
국과 미국은 청소원과 간호보조원 모두에서 저임금과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전형적인 하향 전략인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직업훈련과 직무통합 등의 상향 전략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독일과
영국은 혼합적이다. 저임금 노동은 일차적으로 아웃소싱 등의 고용
외부화를 매개로 한 고용전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고
용외부화가 기업, 지역 및 산업, 전국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 분단이나 사회적 양극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왜 특정 국가나 기업은 하향 전략을 선택하고 다른 국
가나 기업은 상향 전략을 선택하는가? 이 글은 포섭성 정도와 사용
자의 규제회피 허용 여부가 병원산업의 고용전략 차이를 낳는 주요
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전국이나 병
원 산업 모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고
그 결과 임금격차가 적으며, 최저임금 수준이나 적용범위 등의 포
섭성이 높다. 또한 고용보호법제도, 사회보장제도, 직업훈련제도의
포섭성 역시 모두 높아 경제적 압력 등을 상향 전략을 통해 해소하
는 한편 경제적 압력이 있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와 같은 제도적 포섭성이 모두 낮으며 그것
이 하향 전략을 선호하게 한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
어 살펴보았는데, 특히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할
가능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
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
시장으로의 전환이 매우 낮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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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의 일자리 감소는 남성,
50세 미만,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비중은 매년
4～5%에 불과하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 전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저소득
자영자 가구에서 자영업 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의 임금근로 전환율은 중간층 소득
가구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비임금 일자리
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소
득은 감소하며, 사회보험 가입으로 정의한 공식 취업 가능성을 높
이지도 않는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에서 임금근로 전환율이 낮
은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임금근로의 유인
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임금 일자리의 인위적인 창출을 통
해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이후 ‘2차 자영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제 양극화와 대기업의 약탈적인 시장 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과도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급속
한 구조조정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세자영업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제7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담론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재구성을 위한 의제를 던지고자 하였다. 양차 세
계대전과 대학살의 경험은 인간사회의 모든 부문에 반영되어 이후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근대적 합리성은 뿌
리에서부터 의심되었고, 근대 이성의 육화로 간주되었던 국가의 정
당성은 위기에 처했다. 인류는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
어난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경험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 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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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사회적 정의는 국내와 국제 차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서 고안되고 집행되는 모든 경제 정책과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인간을 물질로 환원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만 사고하는 추상적
인간관을 모두 극복하고,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안정이 동
시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천명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들
의 정점에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대표되는 정신, 즉 필라델피아 정
신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 정신
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시장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
라 반대로 시장을 인간의 필요에 맞춘다는 것은 바로 이 시장전체
주의를 극복하고, 필라델피아 정신과 그것의 핵심인 사회적 정의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오늘의 맥락에 현재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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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낳은 새로운 사회현상인 ‘임금노동자
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임금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고용중단이나 부적절
한 근로조건․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등장하며 다른 한
가지 방향은 고용단절로 인한 임노동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
도로 나타난다(Zimmermann, 2006). 즉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자본
주의 경제체제에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해왔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제도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며, 이 모
든 것을 포괄하는 국가시스템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아사 브릭스의 정의
는 가장 명쾌하고도 함축적으로 복지국가의 이상을 전달한다. ‘복지국가
란 조직된 권력을 시장의 힘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
다’(A. Briggs, 1961). 복지국가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조절되고 제한되며
사회적 필요에 종속되는 자본주의’를 추구한 것이라는 셰리 버먼(2010)의 정
의도 같은 뜻을 담고 있다. 복지국가의 성격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노동을 보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복지국가가 고용보호와 사회
적 보호를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 있게 추구해 가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
다. 안정적인 고용과 든든한 국가복지는 둘 다 필요한 것이므로 이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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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
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둘 다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고용에서 탈락한 자들을 거두는
안전망으로써의 국가복지는 당연한 기능이며 가장 일차적인 역할이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용을 북돋우는 사회보장체계, 사회적 안전망
을 강화하는 고용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체계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것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구조화,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국
가복지의 역할이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복
지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분배 이후에 측정
한 소득불평등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노동시장을 통한 1차분배의 정의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1차분배
의 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국가복지를 통한 재분배에 주로 의존하는 복
지국가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재분배의 형평
성 중에서 어느 한 편이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
다. 1차분배가 불공정한 것이 현실이라면 이 부분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재분배를 통해서라도 결
과적인 형평에 근접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규제를 통한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지출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적절한 결합양식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이다.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이 보고서
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유연안전성’ 개념은
복지와 노동이 정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표상하는 지향점이 현실정책에
서 왜곡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제3장에서는 서구의 사회
보장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해온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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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가 본질적으로 임금노동에 대한 보호에서 출발하였다는 제
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회보험 도입과 확대의 역
사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복지와 고용이 만나는 가장 구체적인 접점인
실업급여제도를 국가 간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우리나라 제도
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점검한다. 제5장에서는 저임금노동은 사회보
장체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자면 사
회보장체계의 결함이 저임금노동을 양산하기도 한다는 상호관계를 드러
내기 위하여 저임금노동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국가복지의 영향권에 들어오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흔히 지적
되는 거대한 영세 자영업 부문의 문제를 다룬다. 제7장은 복지가 노동과
결합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한다면 기초적인 담론 수준에서 새로운 시각
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시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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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 - 복지의 정합성 : 유연안전성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확실성을 내재적인 특성으로 하고 개인은 다양
한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실패한다. 개인들은 모든 가능한 불확실성을 예측할 만큼 적
절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교환 가능한 위험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제 전체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
해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Crouch, 2009). 복지제도는 효율적인 경제와 노동시장의 전제
조건이며,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장기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소득일자리의 안전성을 필요로 한다(Keynes,
1937).
현대 자본주의가 개인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는 사회적 시스템은 고용보호과 복지를 통해서 제공된다. 전후 주요 선진
국에서 고용 관련 위험을 제어하는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는 서로 충
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다. 거시적
인 완전고용과 미시적인 고용보호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으로부터 개
인을 보호하였고, 복지는 재분배를 통해 개인이 빈곤의 위험에 빠지는 것
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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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770년대 후반 이후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면서 고용과 복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고 통합되기 시작하였고,
복지제도도 재분배와 빈곤 위험 방지를 넘어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호에
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글로벌화와 탈산업화 조건하에서의 완
전고용의 추구는 불평등과 빈곤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북구형
복지국가들의 경우 새로운 생산구조는 기존의 임금평등화의 전통과 충돌
하게 되었고, 자유주의적 국가들의 경우에는 근로빈곤 증가 문제에 직면
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과 요소소득(임금)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복지와 노동시장의 개혁에
서 복지국가의 후퇴나 탈규제의 처방보다는 워크페어, 활성화, 적극적 노
령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일과 가정의 양립, 파트타임근
로, 평생학습, 그리고 유연안전성과 같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대응하였다(Eichhorst and Hemerijck, 2010). 이러한 변
화가 복지국가의 혁신인지 아니면 복지국가의 후퇴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음에도 거시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특
히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과 복지를 어떻게 배열하고 결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고용 관련 위험을 제어하는 노동시장제도와 개인이 처한 위험을 사회적
으로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서로 상호 정합적일 경우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관계는 경제사회적 조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제도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변화까지 다양한 요인
들의 영향을 받는다.
Bonoli(2003)는 노동시장제도를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
는 노동시장의 제도들(노동법, 최저임금, 단체협약 등)이 노동자와 그 가
족의 경제적 안전1)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함으로써 복지국가의
1) 여기서 ‘경제적 안전’이란 소득이 없거나 사회적 최저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소득밖에 벌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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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등가물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안전(economic security)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들은 다양하다. 한편으로
는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나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자율 규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득의 재분배
제도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3) 이는 국가-사회의 관계,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의 이데
올로기적인 영향력이라는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적 위험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과 격차가 확대되
고 이중구조가 강화되는 한편,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제도의 도입과 개혁 그리고 복지 확장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를 효
과적으로 결합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제도의 도입이나 개혁은 사회적 보호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의 확장도 노동시장제도의 성격을 고려하
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주요 의제 중에서 유연안전성이 우
2) 복지국가를 논의할 때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이전프로그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
지만,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20세에 들어 가족을 지원하는 임금근로자에 적정한 생
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기준에 기초하여 법원이 임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3) 라틴유럽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하고 독일계 유럽과 북구 국가들에
서는 단체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
이 발전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미약했으며,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결과들만을 수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방식이었다. 노동시장
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 형태의 소득대체프로그램들을 도
입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공제를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국가별 다양성>
영미계국가
북구형국가
남유럽형
대륙형국가

노동법규제
+
+

단체협약
+
+

사후적 재분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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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 연구와 이론을 재해석하
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유연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유연안전성 전략의 배경과 내용
유연안전성 전략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이나
EU의 유연안전성 전략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되었다. 이 절에
서는 이 전략의 배경과 EU의 유연안전성 전략에 대히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유연안전성 전략은 기존의 유연성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모델은 1990년대의 모델이 아니라 지난 20〜30년간에 걸쳐서
형성된 모델이었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199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
하였을 뿐이다.
경제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일자리 보호든 사회적 보호든 전반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유연성 전략은 OECD의 1994년 고용전략에 잘 정리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유럽복지국가에서 복지-평등과 고용-효
율성 사이의 근본적인 상충관계-딜레마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유
연화와 복지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OECD 고용전략(1994)을 권고하기 시
작했다. 이는 기존의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던 시장 위험을 보호하는 정책
들이 고용 성과를 나쁘게 하였다는 전제에 기초하는 유연화 전략이었다.
그러나 유연화 전략을 추진하던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노조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요 OECD 국가들에서 시도된 유연화 전략은 성
공적이지 못하였고, 대부분 ‘한계적 유연화(flexiblization at the margin)’로
나타났다. 1986〜2002년간 유럽에서 실행된 112개의 EPL 개혁 중에서 93
개가 한계적인 부문에서만, 즉 새로운 고용이나 비정규적 고용에 대해서
만 도입되었고, 실제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화 개혁이 도입된 국가들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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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정도였다(Boeri, 2006).
또한 유연화 전략 추진의 성과도 긍적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Blanchard
and Landier(2002)와 Cahuc and Postel-Vinay(2002)는 한계적 유연화가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 일자리만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매우 왜곡된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다. Boeri and Garibaldi(2007)도 한계적 유연화의 미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 1995〜2000년간 1,300개의 이탈리아 기업들을 패널로
분석한 결과, 한계적 유연화로 기간제 고용이 확대되어 비경제활동인구
가 감소하고 전체 고용은 확대되었으나 기간제 고용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한계적 유연화가 일시적으로 기간
제 형태의 고용을 창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행기적인 ‘허니문 효과’일
뿐이며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유연화 전략이 초래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EU는
새로운 모델로서 유연안전성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OECD의 2006년
Employment Outlook, 이른바 신고용전략도 사실상 워싱턴컨센서스에 기
초한 1994년 OECD 고용전략에 대한 부분적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주의개혁의 유연성과 적응성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유럽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회통합적 성격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EU도 European
Commission에서 공식적으로 유연안전성 전략을 채택하였다.
유연안전성 전략은 기존의 유연성 전략이 위험과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고용불안은 높은
임금프리미엄으로도 보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업이 아닌 사회가
보호한다면 고용불안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
라는 점에 주목하는 전략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유연
성 개혁의 위험과 불평등 확대 효과를 복지의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에서 도입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유연안전성 전략의 구성 요소, 정책
패키지, 그리고 경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European Commission, 2007).
우선 유연안전성 전략의 구성 요소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현대적인 노동법과 단체협약, 작업조직 등을 통한 유연하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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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고용계약방식.
둘째,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적응력과 고용가능성을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보장하는 포괄적인 평생교육훈련.
셋째, 개인들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기간
을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
넷째, 적절한 소득을 지원하며 고용을 독려하고 노동시장 이동을 촉진
하는 현대적인 사회안전망시스템.
이러한 구성 요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정책패키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기계약(open-ended) 노동자들은 보호받고 기간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분단화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피용자들을 포괄하는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
둘째, 평생교육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설계, 근로자 개인에 대한 세금
공제, 개별기업 대신 지역 수준에서의 훈련비용의 부담.
셋째, 구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강한 활성화 조치와 결
합된 관대한 실업급여.
넷째, 유연안전성 조치들에 관한 합의를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 해결하는 조합주의적 접근.
유연안전성으로 가는 네 가지의 경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Flexicurity Pathway 1 : 한계적 유연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Flexicurity Pathway 2 : 안전하고 성공적인 일자리 간 이행을 보장하는 것.
Flexicurity Pathway 3 : 학습에 대한 접근과 모두에게 좋은 이행을 보
장하는 것.
Flexicurity Pathway 4 : 정규노동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
회보장정책.
EU의 유연안전성 모델에서는 한계적 유연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Pathway 1에서,
유연성에 있어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
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상향노동이동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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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비정규적 고용계약을 노동법, 단체교섭, 사회안전망, 그리고 평생
교육시스템에 완전하게 통합하며, 기업들이 정규적 고용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open-ended contract 도입,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한
보호가 가능한 형태의 고용계약 －적절한 보호에서 완전한 보호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비례보호의 원칙(pro rata temporis)이 비정규직
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훈
련시스템에서도 이를 대기업에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
나. 유연안전성 전략에 대한 비판적 논의
유연안전성 전략이 사회적 타협에 기초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경제주체들을 포괄․조정하는 매우 유연한 전략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유럽노동조합(ETUC, 2007)에서 유연안전성 전략에 대해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유연안전성은 직무안전성(job security)에서 고용안전성(employment
security)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한 상품(직무안전성)을 다른 상
품(사회보장, social securities)으로 교환하는 것인데, 교환 환율이 무시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일자리 손실의 높은 위험을
보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상실의 위험은 보상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 기회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복지를 국
가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큰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일자리 보호는 불
4) 물론 경제적 요구와 사회보장을 조화시키려는 이러한 유연안전성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호의 조정, 실업급여의 개선 등은 새로
운 것이 아니다. 이미 유연안전성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Model)은 높은 노동이동성과 완전고용(높은 수준의 안전성),
높은 생산성(광범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하는 유연안전성 모델이다(Keune
and Jeps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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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나 정치적 위기 시에도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사회
적 보호 경제 위기나 정치적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정치적 변화가 사회적 삭감(social cuts)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경우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평생학습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도 순진
한 생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숙련부족이나 변화에 대한 근로자
의 적응력이 아니라 해외의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공장의 해외이전
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평생학습과 훈련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훈련은 개별적인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대량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어떠
한 훈련도 일자리 기회가 부족하다면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원하는 훈련은 직장에서의 훈련(learning by doing)이고 일자리와 분리되
지 않는 훈련이다.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 밖의 훈련은 안전성 개념
을 착근하기에는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한편 유연성 전략에 따른 많은 실질적 혜택은 기업이 가져가고 모든
부담은 국가가 지는 문제도 제기한다. 유연안전성 시나리오는 장기적으
로 기업에 대한 보조와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연안전성 전략에서
연대의 정신은 소득을 받을 수 없는 매우 제한된 계층에게 국한될 뿐이라
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유연성이 과도하다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EU는 높
은 수준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창출이 일자리소멸보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 노동조합도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과
과도한 유연성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EU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직무안전성에 대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고용안전성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유연안전성은 그
자체로 고용창출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 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 셋째, 비공식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연안전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Tangian(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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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연안전성 모델에서 보완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연안전성의 한계와 문제를 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적 아이디어로 유연
보험제(Flexinsurance), 기본소득(Basic Income), 작업장세(Workpalce Tax),
이민자정책과 유사한 비정규직 정책, 금융시장 규제 등을 들고 있다. 유
연보험제는 사회보장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분을 고용계약의 유연성에 비
례하여 부과하자는 것으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방
지하여야만 유연안전성 전략이 정당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 관련 사례로 미국의 경험요율제도나 오스트라아의 개인실직계좌제
(Severance Act, 2002)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이민자에 대한 방침과 유사한 비정규직 대처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흥미롭다.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일정한 쿼터
를 정하여 사유를 제시한 고용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용유연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보호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길 것”이라는 고용주의 압박으로 정부가 노동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해외 유
출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우선순위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은 ‘고용규제를 풀고, 복지를
강화하자’는 유연안전성 전략이 현실적 조건에 적합한 정교한 제도 배합
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수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비판들은 뒤에 검토하겠지만, 경제학적 합리성과 정치경제학적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는 비판들이기 때문이다.
유연안전성 모델에 대한 현상적인 비판들을 좀더 검토한 후에 유연안전
성 모델의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을 따져보기로 한다.
유연안전성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정리하면 대강 다음 네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유연안전성에 대한 비판은 우선 유연성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면
유연안전성을 추구할 이유도 없다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기존의 경험적
인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도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 더 좋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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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더 나은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를 가져온다는 실증적 근거가 그리 많
지 않다. 고용보호의 완화가 오히려 고용성과를 더 악화시킨 경우가 많
다.5) Baker et al.(2005)과 Freeman(2005) 등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보
면, 노동시장에서의 탈규제가 일률적으로 고용성과를 높인다는 설득력
있는 경험적 결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유연성이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
거나 고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유연성을 안전성과 연계할 이유는 없게
된다. 실제로 Amable(2008)은 유연안전성의 가설(고용보호의 감소와 실
업급여 관대성의 증가가 양호한 고용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가설)이 경
험적으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연안전성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Tangian
(2005)은 유연안전성 전략의 핵심인 ‘유연성과 안전성의 연계(nexus)’와
‘유연성과 고용가능성(employment security, employability)의 동시 달성’ 등
에서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연안전성 전략이란 탈
규제(유연화)를 고용안전성과 사회보장으로 보상하는 것이지만, 사회보
장 확충과 고용가능성 확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
다. Tangian(2005)은 ‘유연성과 안전성의 연계(nexus)’는 아직 성공적이
지 못하며, 지속적인 탈규제를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
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 약속과 이론적 견해와는 달리, 유럽노동시장
의 탈규제가 사회보장의 향상으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분
석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다. 둘째 연계인 ‘유연성과 고용가능성(employment
security, employability)’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유연성이 증대될수록 고
용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면서 고용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럽도 유연화하에서의 고용안전성이라는 것을 지원할
만큼 아직 잘 준비된 평생교육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Ochel et al.(2008)에 따르면, 고용보호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
럽에서의 고용보호의 하락을 설명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확대되
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효과는 주로 기간제계약고용 부문에만 해당되
5) 물론 낮은 고용보호 수준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 양호한 고용성과를 가진 나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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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실업급여가 기간제의 고용보호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확
인하였지만 무기계약직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관대
하게 하는 것이 EPL 완화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계계층에서
만(at the margin)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연안전
성에 대한 정규직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 관대해진
실업보험이 더 높아진 일자리 상실의 위험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Boeri and Garibaldi, 2008).
둘째, 유연안전성 전략의 한계는 현실에서 부닥치는 어려운 상충관계
(trade-offs)의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모든 좋은 것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즉 유연안전성 전략은 “고용법제로
보호하는 경우 고용에 부정적이며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경우 고용에 긍
정적이다. 낮은 고용보호는 고용주로 하여금 더 채용하도록 하며, 관대한
실업급여는 피용자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줄일 것이다”라는 전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연안전성 개념의
불명확성도 종종 지적된다. 개념이 애매하여 정치적인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EU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많은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유연성과 안전성의 동시성이라
는 핵심적인 강조점이 상실되고 여러 정책 수단들 중에서의 선택의 문제
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pick and choose approach). 그 결과 유연안전성
이 결국 유연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유연안전성의 대표적 모델로 간주되고 추앙받는 덴마크 모델의
양호한 고용성과가 과연 유연안전성 때문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덴
마크 모델이 주목받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는 유
연안전성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유연안전성은 이미 1990년대 성과가 좋게 나타나기 이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다. 오히려 덴마크의 좋은 성과는 양호한 거시경제적
여건이나 노동력의 인구학적 구성(Madsen, 2002), 단체교섭의 탈집중화
(Klindt and Moberg, 2006) 등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래 덴마크
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 결합되어 있었다. 오
히려 1980년대 초반의 높은 실업률로부터 탈출한 것은 실업급여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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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책들이 타이트해지면서 실업급여가 축소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Zhou, 2008)”. 덴마크의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실업급여 수준은 높
지만, 실업 감소는 실업급여의 감소와 같이 이루어졌다. 무제한에서 4년
으로 축소하였고, 2006년 복지협약(Welfare Agreement)에서는 추가적으
로 실업급여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대체율은 감소했고(실업급여상한액이 한번도 indexed되지 않았음),
청년층에 대한 급여수준의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Andersen and Svarer,
2006; EEAG, 2007).
넷째,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모델이 여타 국가들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Viebrock and Clasen
(2009)은 European Expert on Flexicurity(2007)의 유연안전성 전략 권고
는 다양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경로에 대
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6) 당연히 덴마크식의
유연안전성 모델의 이식 가능성도 개별 국가가 처한 조건에 따라서 일률
적이지 않다.
유연안전성 모델은 사전적으로(pro-active) 설계된 것이라기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후적(post hoc) 성격이 강하다. 사전적으로 기획되
었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전된 것이다. 개별 국가의 제도적․사회적․시민사회적 맥락에 맞는
정책 수단들의 조합을 통한 유연안전성의 개념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
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유연안전성 모델은 초기조건과 전제조건 등
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부 모델이며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유연안전성 모델은 강한 공적인 마인드(public spiritedness)를
6) 유연안전성 모델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대규모의 외부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남유럽의 분단노동시장의 문
제, 대기업에서의 직업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나 해고될 경우 새로운 고용기회를 가
지지 못하며 유연성은 기업 내부에만 한정되어 있고 노동이동은 전반적으로 낮으
며 장기실업률은 높은 대륙 유럽국가들의 문제, 대규모의 저숙련노동자들로 구성
되어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질과 낮은 생산성을 높이는 과제
를 안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문제,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 및 낮은 생산성의
비공식부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부유럽․동유럽국가들의 문제 등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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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설계 없이는 쉽지
않은 모델이며(Algan and Cahuc, 2009),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에 대하여 많은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으면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있는 경우 실행하기 어렵다(Zhou, 2007).7)
특히 유연안전성 모델은 정규직 노동시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기 때
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단이 심각한 경우 적용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Madsen(2002)도 유연안전성이 이민자나 불숙련노동자 등 황금삼각
형 모델 밖에 있는 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고용-복지 교환의 정치경제학
시장위험에 대한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성격은 보
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보
호와 고용보호 사이의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좌우된다. 노동시
장규제와 사회지출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는 사회적 선호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보호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하나는 이전지출이나 공공사회서비스의
직접적 공급이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물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이다. 두 방법 모두 재분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다
를 수 있다. 사회이전지출이 소득이 형성된 이후에 재분배를 하는 것이라
7) 실제로 고용보호법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고
려할 때, 덴마크 모델이 이식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호 수준을 낮출 여지가 있고 실
업급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한다.
Groot and Elhorst(2010)는 덴마크 모델의 타 국가로의 이식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즉 EPL, UI, ALMP, 그리고 재정 여건 등에서의 국가별 차이를 전제로
하고, 덴마크 모델의 특성을 이식할 때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
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프랑스 정도를 성공 가능한 국
가로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실업급여에 대한 지출과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덴마크보다 낮은 편이다. 덴마크 모델 도입을 통
해 고용성과를 높이기 어려운 나라들은 실업급여와 고용보호 수준이 모두 낮은 나
라인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이고, 두 모델의 중간에 있는 국가가 스페인, 이탈리
아, 그리스들로 실업급여는 낮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
지가 있고 고용보호 수준도 낮출 여지가 있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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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동시장규제는 노동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전적 재분
배 효과를 가진다.8)
이 절에서는 이러한 틀에서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 실제로 고용보호법
제(EPL)와 실업급여(UI)의 사회적 교환의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통해서 검토하고자 한다.9) 이론적 논의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과 방법론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가. EPL-UI의 역할․기능과 교환의 조건
먼저 EPL과 UI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 EPL이나 UI나 사적
으로 커버되지 않는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즉 경제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10) 그러나 EPL은 노동권적 성격이 강하고 UI는 사회권적 성격
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PL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근
로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UI는 소득을 실업자에게 이전하는 성
격이 있고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비용이 조달된다.
EPL이나 UI나 시장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
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상실에 따른 경제적 위험은 EPL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
8) 또한 누진세와 사회지출의 경우 정치와 제도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덜
비용효과적일 수도 있다. 사회지출은 누진 원칙에 따라서 (즉 사람들의 욕구에 따
라서) 배분하기 어렵다(Boeri and Perotti, 2002). 또한 자의적 성격 때문에 지대추
구자에게 취약하고, 무임승차자와 이해자집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조세기피는
수입을 증대시킬 여지를 잠식하고 재정시스템의 실질적 누진성을 약화시킨다. 따
라서 고용보호법제가 시장이 불완전하고 재분배가 재정적 수단이 사후적으로 기
능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이다.
9) D’Orlando and Ferrante(2009)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사회지출이 일자리 상실로 인한 소
득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지표라고 보고 있다.
10) 물론 고용보호법제나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재분배 관련 제도(공공부
조나 사회서비스 등)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요소소득 불평등이 초
래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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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환경하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보편적 규제를 축소하고 UI나 복지
국가재분배제도와 같은 사회적 보호 제도들이 가지는 위험보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위험보험(risk insurance) 기능은 요소소득 불평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BTC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고용친화적(employment-enabling)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
진다는 것이다.
EPL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EPL에 의해 위험이 보호되지 못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EPL이 1960〜70년대의 경
우에는 생산성을 해치지 않고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기능이 있었으
나, 점차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노동력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서 이 기능은 약화되었다(Allard and Lindert, 2006). 때문에 EPI가 내부
자-외부자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문제는 UI가 보장하는 안전성이 EPL이 보장하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검토한 대로 EUTC의 지적
처럼 경제적․정치적 위기 시 UI는 축소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문제
이다.
또한 EPL과 UI의 선택은 각자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의 문제일 뿐만 아
니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EPL과 UI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자. 과연 양자는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노동시장제도가 가지는 복지증진적 역할을 인정
하는 연구들은 UI가 EPL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경제
학자들도 EPL과 UI가 경제학적으로 잘 설계만 된다면 EPL이나 UI는 동
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한다. 해고급여나 고지기간을
위험기피적인 근로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만 있다면
UI의 역할은 없을 것이고, EPI를 해고비용으로 환산하고 UI를 경험요율
형으로 설계한다면 EPL과 UB의 차이점은 EPL은 한 번에 지급되는 반면
UB는 실업기간에 나누어서 지급된다는 점뿐이라는 것이다(Pissarides,
2001).
현실에서는 EPL과 UI는 현상적으로는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Bo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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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는 EPL-UI의 선택에는 양자가 대체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종의
정치경제적 균형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28개 유럽국가들을 대상
으로 검토한 결과, EPL이 낮은 나라는 UI가 높고 EPL이 높은 나라는 UI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PL과 UI의 부(-)의 관계는 반드시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을 제외하고 핵심연령계층만 놓고 보아도 더 강
하게 나타났다. EPL에서 보호받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구
매하려는 의사가 떨어질 수 있으며(Bӧoeri, Borsch-Supan and Tabellini,
2001), 고용 관련 소송에서도 판사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
우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EPL을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Ichino et al., 2003).
Boeri(2006)에 따르면 EPL-UI의 관계는 일종의 정치경제적 균형 상태
이기 때문에 EPL-UI 곡선상을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EPL
과 UI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고 이는 유연안전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개별 국가에서 나
타나는 EPL과 UI의 결합은 상당히 안정적인 하나의 정치-경제적 균형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EPL이 높고 UI가 낮은 나라를 유연안전성 모델
로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노동시장
에서의 이동성에 친화적인(mobility-friendly) 개혁(EPL 완화+UI 강화)을
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적 비용을 많이 치렀다고
본다. 실제로 EPL을 완화한 국가들은 대부분 UI는 확대하였지만 임금격
차도 확대되었다.11)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대체재라는 전제하에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
호의 교환이 가능한 조건들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많다. Boeri(2006)도 UI
의 누진적 성격이 강화될수록, 고숙련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EPLUI의 교환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수월해진다고 보았다.12) 1990년대에 EPL
11) 노동시장제도들의 규제적 유연성이 미국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임금격차가 앵글
로색슨 국가들의 경우 15〜30%, 유럽대륙국가들의 경우 50〜80%까지 오르는 것
으로 추정된다(Koeniger et al., 2007).
12) 횡단면 자료의 경우, UB가 누진적일수록 EPL은 약하게 나타났으며(ECHP 104개
관측치 -0.78, 1% 유의수준), UI 시스템에서 누진성이 약하게 설계되어 있을 때
EPL-UB의 상충관계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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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혁한 나라들의 경우 UB도 누진적 형태로 개혁하였다. 정규직에 대
해 EPL 개혁을 한 국가들의 경우 UB의 누진성이 높아졌고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저임금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실업보험을 설계할수록 유연안
전성 전략이 정치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lanchard and Tirole(2003)는 UI 시스템에서 해고비용을 기업들에게
내부화할 경우 EPL-UI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이 지지
한 2003년 프랑스의 실업급여시스템 개혁(UI의 경험요율의 정도를 높이
고 EPL을 실직에 대한 한 번의 화폐적 보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EPL
과 UI의 대체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EPL-UI’ 교환이 사실상 기업에
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제도적 설계가 사
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Boeri(2006)는 EPL과 UI의 선택에 있어서 내부자-외부자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대립 지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취업자(내
부자)와 실업자(외부자)뿐만 아니라 미숙련과 저숙련 간의 재배분과 대립
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보고 분석하였다. EPL-UI 상충관계(trade-off)의
위치를 바꾸는 데 ‘교육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숙련노동자가 많을 경우
유연안전성 모델로의 전환이 쉽게 달성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노동력의 숙련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숙련노동자의 경
우 EPL 엄격성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고숙련노
동자들은 실직과 실업으로의 진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EPL-UI의 교환을 어렵게 한다는 이론도 있고 그
렇지 않다는 이론도 있다. Boeri(2006)는 임금격차가 클 경우에 EPL-UI
의 교환이 수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금격차가 큰 상황 하에서 UI를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교육훈련 수준을 높일 경우13) EPL-UI 교환의 정치
경제적 합의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라는

13) UB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율이 낮아진다. 상한 및 하한이 정해져 있거
나 고소득층에게는 급여를 소득에 따라 조정하는 것(indexing)을 억제하는 규칙
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저숙련계층이 실업급여 기간과 실업발생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도 실업급여의 재분배 기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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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일률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대체적으로 UI를 누진적으로 재분배가 강하게 설계하고, 해고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할수록 EPI-UI 교환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사회공학적 설계가 아니라, UI가 보장하는
안전성이 EPL이 보장하던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규직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용과
복지를 대체재로 보는 입장들과 달리 고용보호제도와 복지제도는 동시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Amable(2008)은 복지국가제도는 일
반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호법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
로 보고 있다. Amable(2008)에서 고용보호법제(EPL)와 실업급여대체율
(UI)의 상호작용 항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UI가 관대할수록 EPL의
실직 감소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 감소는 관대한 UI와
높은 수준의 EPL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PL의 증가는 UI의 부정적 효과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즉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것이다. 이 경우 적정 수준의 EPL이 성장과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적정 EPL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더라도 EPL이 고용성과와 고용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다. OECD(1994)에서는
고용보호를 완전고용의 장애물로 보았지만, OECD(1999)에서는 실업률은
고용보호의 엄격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OECD(2004)에서는
고용보호가 총고용과 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EPL이 실업률, 고용률 등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만 취약계층의 고용과 노동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것
이 기존 연구들의 대체적인 합의이다.
EPL의 생산성 효과도 일률적이지 않다. Nickell and Layard(199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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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anini et al.(2009)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재배분(reallocation)의 속도
에는 영향을 주고 이것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 반면, Storm
and Naastepad(2007)는 EPL은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다만 실업률과 ELP의 관계는 U자 형태이고, EPL과 경제성장 사이에
는 역 U자의 관계가 존재한다(Belot, Boone and Ours, 2007). 이는 일정
한 영역에서는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하는 것으로 적정 EPL(Optimal EPL)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는 적정한 수준의 탈규제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보호
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적정한 수준의 보호는 개별 국가들이 처한 제
도적 여건과 상황적 맥락에 좌우된다. 즉 적정 고용보호 수준은 임금경직
성과 재분배정책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 좌우될 수 있고, 동시에 경제구조
의 다양성이나 지역 간 이동 비용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Belot et al., 2007). 적정 수준의 EPL이 실업률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
진하는 데 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EPL이 높더라도 임금격차가 적다면, 일자리 변동과 생산성 향상
에 저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Bertola and Rogerson(1997)은 미국
과 유럽이 일자리변동률이 거의 유사한 이유는 유럽이 고용보호가 강하
지만 임금격차 축소(wage compression)를 통해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효
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EPL과 임금격차 축
소 정책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면, EPL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EPL은 해고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들로 하여금 내부화하도록 하여 효
율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Bertola, 2004), 효율성의 이익(efficiency
gains)을 창출할 수 있다(Agell, 1999). 그리고 고용보호의 간접적 효과
중의 하나는 소득안전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 즉 신용시장에서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고용관계를 유지해야만 대부
시장에의 접근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효과는 특히 유동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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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더 강한 저소득계층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강한 EPL-낮은 UI’를 가진 국가들에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대
한 불안감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Clark and Postel-Vinay, 2009). 이는 강한 EPL이 근로자의 불안감을 낮
추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이다. 현상적으로는 EPL이
높은 국가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EPL
이 매우 한정된 노동자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D’Orlando and Ferrante(2009)의 지적처럼, 고용불안은 노동시
장경직성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용불안이 EPL이
나 UI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이나 교육 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은 소득 쇼크(income shock)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적응하게 되지만, 실직(해고)과 같
은 매우 중대한 인생사건(life event)의 경우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불안은 고용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
게 된다. 이렇게 고용불안이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면 제도와 정책을 통해
유연안전성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D’Orlando and Ferrante(2009)는 Kahneman 등의 행동경제학자들의
개념인 손실회피(loss-aversion), 소유효과(the endowment effects), 현상
유지편향(the status quo bias), 쾌락적응(hedonic adaptation) 등을 활용
하여 고용보호에 대한 수요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현상유지편
향은 현 상태를 벗어나는 것의 불이익이 이익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소유효과는 어떤 대상을 취득
할 때 지불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포기할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
는 성향을 말한다. 현상유지편향과 소유효과는 손실회피성향으로 잘 설
명된다. 손실(악화)은 동일한 양 또는 정도의 이익(개선)보다도 더 커보인
다. 손실회피성향에 기인하는 현상유지편향은 잦은 실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보호에 대한 수요를 정당화한다. (탈규제화된 시장에
서) 잦은 실직으로 인한 정신적 비용은 (규제된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
를 찾는 긴 기간이 초래하는 비용보다도 크게 된다.
이 때문에 고용보호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태도가 문화적으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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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별로 다르며, 그것이 근로자들이 고용보호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
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또는 경
직성)은 노동시장의 규범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행동양식이며 이는
문화와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게 된다. 문화는 정치적으로 변화시키기 어
려운 것이며 변화시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교육은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또한 고용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들이 실직이나 실업의 금전적 비
용에만 주목하고 정신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실직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일 수 있으
며 상당히 큰 비금적인 비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Clark and Oswald
1994; Frey and Stutzer 2002). 사람들은 소득의 쇼크에는 완전하게 적응
할 수 있을지라도 인생사건(life event)에 적응하는 것은 불완전하며(Di
Tella et al., 2007), 따라서 실직자들이 이전 소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
고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직이라는 사건으로
부터 초래된 행복(well-being)의 상실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는 것이다.
다. 포괄적-패키지형 개혁과 사회적 합의
유연안전성 모델로의 전환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교환을 포괄적이고 정
책패키지 형태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
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제도들 사이의 보완적 관계가 존재하고 정치경
제학적 장애물들이 유연안전성의 도입과 안정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혁의 J-curve 효과로 개혁의 성과는 장기적이고
부정적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정치경제학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차선책(second-best option)과 포괄적 개혁(joint-reform)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Braga de Macedo and Oliveira Martins, 2006). 포괄적
개혁은 보완성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한 장애물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경직성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구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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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저해하고 해고비용은 기업들이 실업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직성의 개별적 효과는 다른 경직성 때문에 강화된다. 따라서 부분적인
개혁으로는 실업률을 낮출 수가 없고, 개혁으로 타격을 받는 계층의 정치
적 반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보완성 때문에 노동시장 경직성
을 낮추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Blanchard and Giavazzi, 2003). 개
혁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 다른 주체들이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학습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갈등대치국면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개혁
을 지연시킬 수 있다(Alesina and Drazen, 1991). 개혁이 재분배적 효과를
가질 때, 승자가 사후적 패자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개혁 조치가 채택되
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키지형 개혁과 협력을 증진하는
프레임은 개혁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다.14)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
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조치들이 장기적인 정책패키지의 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하는 전략은 개혁을 장기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협력은 파
트너들 사이의 공식적인 계약의 형태로 가능할 수도 있고, 정부가 파트너
들이 단체교섭에서 발달시킨 관행들을 사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유연안전성 전략을 비롯하여, ‘A Washington Consensus for Welfare
State’(Bergh and Dackehag, 2010), 생산성시장의 탈규제와 노동시장의 탈
규제의 동시 추진 전략(Nickell, 1999) 등은 모두 포괄적-패키지 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개혁은 생산물시장의 경쟁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 일자리의 안전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Boeri and Garibaldi, 2008; Fonseca, Lopez-Garcia
and Pissarides, 2001).15)
14) hold-up problem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이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 사이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고, 개혁과정을 믿을 만하도록 만드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는 것이다.
15) 생산물시장의 탈규제는 거시경제적으로는 임금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춘다. 그러
나 탈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문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실직 위험이 커지고, 이
는 생산물시장규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탈규제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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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
도 있다. Dewatripont and Roland(1995)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개혁의
포괄성은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광범한
개혁으로의 이행 비용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져 되돌이키는 비용이 매우
클 경우(the high reversal costs) 개혁 당사자들은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점진적인 접근이 시행착오의 비용을 줄이고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개혁을 실행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
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지
지만 합의의 필요성은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더라도
개혁이 소득분포의 악화 없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개혁을 먼저하
고 정치적 수용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Camfors, 2007).
한편 Amable(2008)도 포괄적인 전략인 유연안전성 전략은 노동의 단
체교섭력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보호의 확장에 유리한 정치적 균형을 달
성하는 데 유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경험적으로 볼 때도 복지의 관
대성과 고용보호의 수준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고 이는 양자에 미치는 사
회적․정치적 영향 요소들이 비슷하기 때문이며 사회적 보호를 요구하는
주체들은 고용보호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물시장의 규제완화에는 노동시장의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mable(2011)은 비판적이다. 대신에 실업률
을 줄이려면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지는 일
자리소멸 효과보다 일자리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 수준
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16)
도와주는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탈규제는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소규모의 단계적 접근은 해당 부문의 근로자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오
기 때문이다(Blanchard and Giavazzi, 2003).
16) 생산물시장의 독점적 경쟁과 노동시장의 동태적 효율임금 모델을 가정하면 높은
해고비용은 노동이동을 줄이고, 이는 효율임금프리미엄을 낮춤으로써 고용창출
을 촉진한다. 고용불안은 에이전트들의 위험중립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높
이는 경향이 있다. 효율임금은 가격조정에 제한을 가하고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수량조정에 더 의존하도록 하고, 이는 다시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 효과는 경
쟁에 의해 강화되고 해고비용에 의해 완화된다. 즉 고용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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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유연안전성 모델과 워크페어 정책과 관련된 평가와 이론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해석과 체감의 문제와 관련된
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은 편이고 안전성은 대단히 낮은 편
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계적 유연화’와 이에 따른 ‘노
동시장의 이중구조화’의 성격도 있지만, 대기업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도
실질적으로 진전되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따라
가기 어려운 수준의 유연화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다. ‘고용조정’과 ‘비정
규직’ 그리고 ‘사내하청을 포함한 아웃소싱’이 그것이다. 물론 여기에 한
계적 유연화의 성격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와 고용조정 속도 등의 측면에서 유연성이 낮
은 것이 아니나(2008년의 경우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종합순위 13위),
기업들의 ‘체감경직성’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장신철, 2011). 그러
나 이를 노사 상호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우
<표 2-1> 1년 이직률 추이(30인 이상 사업체, 20〜59세 연령층 대상)
(단위 : %)
전체 이직률
비권고성 명예퇴직 등
기타 개인사정
비자발적 이직률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휴업․임금체불․
회사 이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계약기간 만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7.1 28.6 26.2 24.7 24.0 23.9 23.8 23.6 23.9 24.0 21.7
6.4

7.7

8.8

8.7

8.4

8.7

9.1

9.3

9.4

8.5

9.5

6.7

8.0

6.1

6.7

7.2

7.6

7.3

7.5

8.1

9.5

6.9

1.0

1.1

0.7

0.8

0.8

0.8

0.8

0.7

0.7

0.7

0.5

0.3

0.3

0.2

0.3

0.3

0.3

0.3

0.4

0.3

0.3

0.2

0.5

0.4

0.3

0.3

0.4

0.4

0.3

0.3

0.3

0.4

0.3

3.0

4.7

3.4

3.6

4.0

4.1

3.8

3.7

3.9

4.7

3.0

1.9

1.6

1.5

1.7

1.8

2.1

2.1

2.4

2.8

3.4

2.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산물시장경쟁의 해악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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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기업들의 유연화에 대한 눈높이가 대단히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년수, 노동이동, 일자리변동률 등을 감안해볼 때
매우 변동성이 큰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실
직 확률이 높아졌으며, 2000년 이후에 이직률이 낮아졌음에도 비자발적
이직률은 여전히 7〜9%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이직 중에서도
‘비권고성 명예퇴직’의 비중도 6〜9%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표 2-1>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방식이 0.3% 정도로 제한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예퇴직 형식으로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명예퇴직과 구조조정
이 주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종에서 유연화의 필
요성은 일방적인 수량적 유연성만은 아닐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불안감을 나타내고 있
다. World Value Survey(2008)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자들의 97%가 일자
리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직업의 안전성을 들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 수
치는 28.6%에 불과하였고, 고용이 불안하거나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국
<표 2-2>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률
(단위 : %)
A good income
(보수)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독일
호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26.6
13.7
39.2
29.0
20.1
37.0
37.5
34.9
28.1
11.3

A safe job with Working with
no risk
people you like
(직업안전성)
(동료)
56.9
5.5
35.9
26.0
34.9
13.3
41.8
15.0
53.8
6.8
37.5
12.4
23.2
8.8
17.6
13.6
15.8
22.3
11.9
27.7

Doing an
important job
(중요한 일)
11.0
24.5
12.7
14.2
19.4
13.1
30.5
33.9
33.7
49.1

자료 :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 Survey(2008)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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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경우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직업선택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직업안전성이 56.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
위기가 초래한 인생사적 사건들(life events)이 아직도 매우 크게 남아 있
다. 외환위기의 고용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고 앞에서 검토한 행동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으로 원상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의 과도한 상품화가 진행되어 탈상품화의 여지가
매우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사회
적 보호와 고용가능성 제고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
에 방치되고 보호되지 못한 채 경제적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사회적으
로 보호받지 못하는 광범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근로빈곤층이 존재한
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
(방대한 민간보험시장,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비공식부문과 자영업)가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노동시장은 중층적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비정규
직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즉 고용형태상의 이중구조화와 근대-전근대 조직
사이의 이중구조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중첩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
동시장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문제’와 ‘전근대적인 고용관계의 잔존’
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통계 기준이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이
다. 이 두 기준은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고용형태상의 비
정규직과 임시일용직의 경우 문제의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
향이나 내용에서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조건하에서 유연안전성 전략과 활
성화 전략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시장정
책과 사회적 보호 정책의 선택 또는 결합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험으
로 커버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것, 둘째, 빈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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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과 취업자 구성(2010년 8월, 경활부가조사 자료)
(단위 : 천 명, %)
경활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2010년 8월)
비정규직
구분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상용직

경활인구 본조사
종사상 지위
분류
임시직
일용직
전체

전체

A
8,455천 명
(49.6%)

B
1,695천 명
(9.3%)

10,150천 명
(59.5%)

C
2,914천 명
(17.6%)

D
3,983천 명
(23.4%)

6,897천 명
(42.9%)

11,369천 명
(66.7%)

5,678천 명
(33.3%)

비정규직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
(기간제, 시가제, 비정형)

․고용불안
․고용차별

취약근로자17)

종사상 지위상의
1)
임시직 ․일용직

․근로기준
․최저임금
․근로빈곤

주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상여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임시직으로 분류.

불평등을 줄이는 것, 셋째,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는 것.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보호 정책의 선택과 결합에서 또 하나의 목표와 기준을 들자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생산성 향상)과 전략적 성공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모델 선택의 기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에서의 유연안전성 전략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으
17)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
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
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
는 데 공감한다”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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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2006년의 고용전략에서는 유연성의 이중구조화와 취약한
안전성이라는 진단하에 유연안전성 개념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유연안전성이라는 개념을 안전성 확대를 위한 개념으로 활
용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진행된 ‘과도한 유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약화되었고, 기능적․내부적 유연화 전략과 작업장 혁신
전략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Optimal EPL)’를 위
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논의도 약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연안전성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고 전략적인 우
선순위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대기업의 이미 높은 유연
성 수준을 고려할 때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유연성 제고는 위험․불평등․빈곤의 완화, 생산성 향상
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성공가능성 등의 기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보호된 영역의 직업안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성을 단기간에 확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부문 간 격차가 매우 크고 불평등이
심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호와 불평등․격차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불평등․격차의 문
제는 생산물시장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보
호법제보다는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호 완화
가 불평등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과도한 유연성’을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로 전환
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의 축소,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조직노동의 연대성, 시민들의 공적 마인드
(civil attitude) 수준의 제고가 동반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성과 고용안
전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을 규제하
고 경쟁을 촉진하며 진입과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활동영역
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패키지 형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OECD나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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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약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매우 중요
하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포괄적이
고 패키지 형태의 유연안전성 개혁 전략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의 누적을 통한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라면 큰 틀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조건 없이도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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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정착의 과정 :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1. 서 론
가. 문제의식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보험은 실업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이 두 제도 자체는 각각 ‘모든
임금근로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보편주의적으로 설계되
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과 결합함
으로써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까지 여러 연구자
들이 지적해 온 바이다(장지연, 2009). 이런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
장체계와 노동시장구조는 정합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의 연관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존의 연
구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근로연계복지,
워크페어, 활성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소
득보장제도의 설계가 고용률이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거나
고용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라는 경제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편이라는 개념어로
수렴되는 각국의 제도변화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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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반대방향의 인과성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구조는 사회보장체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동기는, 복지의존성을 줄여서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복
지국가가 국민 중에서 일부 집단을 배제하거나 누락시키지 않고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설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극심한 궁핍을 면하고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서구의 복지
국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서구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가
족제도가 무너지고 경제구조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재편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기존 복지국가의 재편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
었고, 복지국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결
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도 ‘안정적인 고용
으로 뒷받침되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구의 복지국가가 원래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라
는 질문을 생략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고용을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
다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복지국가에 대한 Briggs(1961)의 정의는 가장 명쾌하고도 함축적으로
이 질문에 답한다. ‘복지국가란 조직된 권력을 시장의 힘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다.18) 복지국가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조절되
고 제한되며 사회적 필요에 종속되는 자본주의’를 추구한 것이며 20세기
유럽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S. Berman, 2010). 복지국가의 완성도를
논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노동의 ‘탈상품화’라는 점을 함께 주목해 본
다면(Esping-Andersen, 1999), 복지국가가 추구했던 것은 자본주의와 함
께 역사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임금노동자19)와 그 가족이 당면한 경제생
18) “A welfare state is a state in which organized power is deliberately used ... in
an effort to modify the play of the market forces...”(Asa Briggs, 196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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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불안정 문제와 노-사 간 분배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복지국가의 양대 기둥으로 세웠
고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따라 다른 과정을 걸었다. 그 결
과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들이 탄생하였고,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들은
더욱 다양하며, 당초의 목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도 나뉘게 된다. 이 글은 이런 모습들의 일부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는 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
는가? 노동시장구조는 사회보장체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을 다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최근의 연구 추세와는 방향을 달리하
지만 전혀 새로운 질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은 계급관계
로부터 복지국가의 특성을 추론해내고자 한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
내는 것이다. 노동시장구조는 달리 말하자면 계급구조이다. 임금노동자의
내부 구성이나 자영업자의 비중으로 묘사되는 노동시장구조는 노동계급
이 구중간계급이나 신중간계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야기 하
는 것과 같다.
과거의 대가들이 발견하거나 설명한 바에 의지하여 우리의 현실을 새
로이 보자면, 서로 맞지 않는 노동시장구조와 국가복지의 소득보장체계
가 ‘조우’한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특성을 만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방대한 이차시장을 가
지고 있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역시 방대한 사각지대를 노정
하는 사회보장체계, 이 결합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선진 복지국가들
은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을까?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서구의 발달한 복지국가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체계
를 만들어오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 즉
사회보장체계가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장의 문제의
식이다.

19) 넓게는 잠재적 임금노동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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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범위
<분석대상 제도>
복지국가의 정착과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다루어야 할 범
위는 방대하다. 소득보장체계로 관심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너
무나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제
도의 형성과 발달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공적연금제도와 실업
보험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부조제도와 보편적 수당제도인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은 모두 소득보
장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사회보험의 현금급여는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소득중단 위험에 대
한 사회적 수준의 대응 양식이다. 빈곤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지만 임
금노동자의 노동중단에 따른 빈곤의 문제는 새로운 현상이었으며 주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적 국가는 자본가를 대
신해서건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해서건 간에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
황에 직면하는데, 이때로부터 복지국가의 태동을 알리게 된다. 따라서 사
회보험 중심으로 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
을 연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 공적연금제도와 실
업보험은 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험 중에서
도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질병보험과 재해보험의 현금급여 부분도 연
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의 시간적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제외하고자 한다.
제도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제도의 적용대상과 실질적 포괄범위, 그리
고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보장제도의 형성과 발달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적용대상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넓혀왔는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강제성 부과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대상을 확대하는 동력과 실질적 가
입자 확대의 동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당시 경제적 여건과 주변국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
했는지에 따른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급의 힘과 동원, 계급 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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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계급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실질적
가입자의 확대를 견인하는 동력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은 편인데, 보험
료의 부담 정도나 나중에 받게 되는 급여수준과 같은 점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은 넓혀 왔으나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서 실질적으
로 소득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때문에 Palme(1990)은 공적연금
을 통한 사회권 보장 수준을 연구하면서 기초보장(basic security)과 소득
보장(income security)의 개념을 구분하여 고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 틀을 고려할 것이다.
<분석대상 국가와 시기>
이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는 영국과 독일, 스웨덴으로 한다. 이 세 나라
는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국가이며(EspingAndersen, 1990), 사회보험 도입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사회보험의 유
형을 선보이며 이후 유럽 여러 국가에 모델을 제시한 국가이다.
분석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회보험의 최초 도입
기와 그 이후부터 1980년까지 사회보험 확대기를 분석한다. 1980년 이후
시기는 사회보험이 조정이나 재편의 과정을 겪는 시기로 이전의 확대기
를 이끌던 동력과는 다른 요인들이 작동하는 시기라고 보고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 이론적 논의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와 보장수준의 강화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이 있었다. 어느 한 가지 설명이 다른 설명들을 모두 대체하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는 계급관계
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에서도 이런 전통 속에 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주
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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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적 정치체제>
사회보험 확대와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 이론과 괘를
같이한다. 먼저 복지국가의 형성은 일정한 정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전
제로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노동시장 문제의 발
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Flora & Alber, 1981). 나아가 자본주의는 노동
과 자본 간의 분배갈등을 내포하는데, 이것이 복지국가 태동의 전제조건
이라고 한다(Palme, 1990). 한편 보편적 선거권의 확립이 복지국가 발달
의 중요한 배경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Flora & Alber, 1981). 보편적 선
거제도와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 사이에는 모순이 불거지게 된다.
복지국가는 민주적 정치체제와 시장 간의 모순에서 잉태된다는 것이다
(Palme, 1990). 요컨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적 정치체제의 확립은
복지국가가 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형성한다.
<전파가설>
이런 배경요인(또는 전제조건)을 넘어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이
끌어내는 동력으로 지목되어 검증되어 온 가설 또는 이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파(diffusion)가설이다. 전파가설은 주
변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따라서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는 가설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급속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파가설이 지지되려면 제도 도입 후발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나 정
치적 동원능력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선발국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
하고 제도를 따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Flora & Alber
(1981)는 ‘제도 도입 시점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나 정치적 동원능력이
후발국가가 선발국가보다 낮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각하였다. 이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회보험 후발국가의 경우 제도 도입 시점의 산업화,
도시화 정도, 선거에서 노동계급 정당의 득표율이 선발국가들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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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한편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복지국가 형성에 미친 영
향요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Goodin & Dryzek은 전쟁이 가져다 준 불
확실성이 위험분담의 필요성을 일깨웠다고 주장하였다(Goodin & Dryzek,
1987). 그러나 Ganssmann & Weggler(1991)은 전쟁이 재분배 동기를 유
발할 정도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지는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부자들을
재분배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적어도 높은 세율과 국가의 계획과 통제라는
논리에 익숙해지게 되었다(윤도현, 1993).
<권력자원론과 계급분석론>
전파가설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가설을 기각하고 나서 연구자들
이 가장 주목해온 것은 권력자원론 또는 계급관계론이다. 계급구조와 계
급관계에 주목한다는, 즉 구조적 접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내부적으
로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이 시각에서는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운동에
기반한 좌파정당의 힘을 중요하게 본다(Stephens, 1970; Korpi, 1983).
그러나 계급분석론의 전통에서는 단순하게 노동계급의 힘만으로 환원
되지 않는 요인들이 정교하게 분석된다. 성장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힘에 대하여 가부장적 국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기
도 하고, 영국에서 자유당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중간계급의 지지를 이끌
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Baldwin(1990)을 비롯한 신다원
주의론자(neopluralist)는 사회보험제도의 기원으로 중도, 심지어 보수 정
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
시 노동계급의 동원이다. 계급분석론의 전통에서 보자면 노동계급의 동
원은 다양한 정치적․제도적 조건과 결합하여 초기 복지국가 형성의 중
요한 자원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Hicks, 1999).
<역사적 접근 : 경로의존성>
계급분석론의 구조적 접근이 정치동학적 설명을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
한 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은 제도적 유제, 또는 경로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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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path dependency)이라고 하는 개념에 주목한 역사적 접근이었다. 예
컨대 사회보험의 최초 도입기에 도입 시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회정
치적 세력의 구도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도입
된 제도의 특성은 그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전통, 교회 등 자선단체의
전통이나 자기부조의 전통, 공적 관료제의 발달 정도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Ritter, 1983).

3. 사회보험제도 형성의 연대기
가. 사회보험제도 형성의 개요
유럽에서 사회보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 국가
의 지원을 받는 임의보험이나 강제보험의 형태로 도입되었다(표 3-1 참
조). 대체로 육체노동자 또는 육체노동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먼저 제도가
도입되고 이후 그 대상을 확대해온 과정을 겪게 된다. 최초의 대상은 국가
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면서 조직화된 정치세력이었던 숙련노동자 집단이
었던 경우가 많다. 대상의 확대는 일차적으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계급
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위로는 화이트칼라, 아래로는 저숙련노동자
집단으로 확대해갔다. 제도적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강제성의 적용이다. 애초에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도입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기존의 상호부조조직과 그 기금의 존재를 기반
으로 하였고, 사회보험제도 자체를 이런 임의보험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다가 나중에 강제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결정적인 시점이 아니라도 사회보험 가입자의 수
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2 참조). 어떻게 이런 일이 일
어나는지는 이후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급여수준이 향상되거나 보험의
조건이 가입자에게 유리해지는 것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만을 먼
저 언급하고자 한다. 유럽의 사회보험제도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의 수준도 점차 높여오는 역사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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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유럽의 사회보험의 역사를 보험 종류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lora & Alber, 1981). 산재보험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던
업종의 육체노동자에서 시작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거의
모든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다시 농민
과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1950년 이후부터는 자영업
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과정이다.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위험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작
업장 사고(industrial accidents)에서 시작하여 점차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s)을 포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질병보험도 특정 범주의 육체노동자를 출발점으로 시작하였는데, 특히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조건으로 둔 경우가 많았다. 서구에서는 1913년
네덜란드를 마지막으로 모두 강제보험으로 도입하였다. 농업노동자와 고
임금노동자에게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주로 1920년대이다. 1950년
이후부터는 질병보험 가입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였다. 의료급여(현물
급여)를 가족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대체로 1930년에서 1945년 사이의 기
간이었다.20)21)
노령연금은 특정 그룹의 임금노동자의 고령과 근로능력상실(invalidity)
로 인한 소득중단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스칸디나비아 국
가들은 처음부터 전 국민 대상 보험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밖에 다른 나
라에서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유족연
금이 도입된 시기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해서, 독일이 가장 먼저 1911년에
도입하였고 그 밖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930년대에 도입하였다. 스위
스와 스웨덴은 1946년,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보다 더 늦게 유족
연금을 도입하였다. 노령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그 변화는 국가별로 다양
한데, 이 부분은 이후에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실업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다. 실업보
험도 일부 육체노동자 또는 특정 산업분야의 노동자로부터 시작하였고,
이후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급하는 보험급여와 기여
20) 노르웨이는 가장 먼저 1909년에 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1) 연금제도에서 가족을 고려한 것은 이보다 약 10여 년 이후부터이다.

42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없이 장기간 수급하는 실업부조급여로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표 3-1> 4대 사회보험 도입 및 초기 제도변화의 시기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employer's
subsidized
subsidized
subsidized
liability compulsory voluntary compulsory voluntary compulsory voluntary compulsory
독일
1884
1883
1889
1927
스웨 1901
1891
1916
1913
1934
덴
1910
1911
1908
1911
영국 1906
1946
1946
1925
1920
자료 : Flora & Alber(1981) 발췌 인용.
<표 3-2>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1885
1890
1895
1900
1905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GE SW UK GE SW UK GE SW UK GE SW UK
18
26
70
36
4
81
39
53
75
44 13
51
72 17
46 21
49
76 51 27
55
87 20
52
76 50 24
55
78 22
75 58 136
11
77 56 28
55
75
56
79 58 132
22
77 57 29
55
72
51
83 61 132
59
77 59 35
75
55
89 64 131
90 44
59
77 53 32
2
77
57
89 64 135
91 36
65
78 58 49 105 68 136 104 45
7
88
62
70
75 60 84 111 65 143 109 45 27
90
70
62
91
73
90 77 99 160 69 138 101 43 35
85
100
79
89 91 162 155 78 140 100 53 37
81
92
76
92 87 158 155 82 140
99 59 37
79
96
76
92 85 161 155 79 140
99 62 42
77
98
74
93 97 160 160 81 135
98 72 55
74

주 : 각 보험의 가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대비 퍼센티지로 나타내었음. 제도변
경으로 인한 대상의 확대와 단순한 가입자 확대를 모두 반영함. 진한색 글
씨는 각 보험별로 다른 의미를 타나내는데, 산재보험의 경우는 고용주책임보
험제도상의 수혜대상, 질병보험과 실업보험의 경우는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
는 임의보험제도상의 가입대상, 노령연금제도에서는 semi-demogrant schemes
의 가입자.
원자료 : HIWED archive: Historical Indicators of West European Democracies.
자료 : Flora & Alber(1981)에서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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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제도변화의 단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독일에서 최초로 사
회보험이 도입된 1883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대부
분의 서구 국가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임금노동자를 위한 보호체계
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
운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50년까지는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 4대 사회
보험체계가 완성된다. 1950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보편적 사회보험체계를 구성하는 등 임금노동자를 넘어서는 국민적 제도
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다.
나. 공적연금제도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의 변화와 적용확대>
공적연금제도 특성을 Palme(1990)의 연금제도 유형화를 통해서 이해해보
자. <표 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자산조사에 기초한
연금과 보험원리에 기초한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험원리에 기초한 연
금은 다시 수급권의 기초를 시민적 기본권에 두는 보편적(universal) 연금과
근로자의 기여에 따라 수급권리가 발생하는 연금으로 나뉜다.
Palme(1990)은 수급권의 기초와 소득대체율을 고려하면서 주요국의 공
적노령연금의 발달과정을 살폈는데, 1930년 시점에서 보면 독일과 이탈리
아, 벨기에가 기여 방식의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1950년 시점에서 보면
<표 3-3> 연금제도 설계의 원리
원리
사회부조

수급권의 기초
자산조사
시민권

사회보험

자료 : Palme(1990).

근로이력

보호의 내용
기초보장
(basic security)
소득보장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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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기여 방식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였
고, 스웨덴과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에 기초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등장하
였다. 영국은 아직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지
원하고 있다. 1960년 시점에서 보면 시민권에 기초한 연금제도를 운영하
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였고 부조 형식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
으로 줄어들었다. 1980년에는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식에 다른 소득보장 방식을 추가하여 2층 또는 3층
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나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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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Palme(1990).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은 적용대상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의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Palme(1990)은 연금권이 인구에 얼마나 널리 분포
되어 있는지와 급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
로 기초보장과 소득보장을 개념화하였다. 기초보장은 누구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용대상의 폭과 연관되
는 개념이다. 소득보장은 은퇴 이전의 임금수준을 상당 부분 유지하게 해
주는 방식의 보호방식이므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연금제도를 기초보장 모델과 소득보장 모델, 그리고 이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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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제도적 보장 모델로 구분하였다.
적용대상의 확대는 미래권리인 가입률과 현재권리인 수급률을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는데, Palme(1990)의 분석대상인 18개국은 1930년대에 평
균 20%대였던 가입률이 1980년에는 75%로 증가하였고, 수급률은 평균
30%에서 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급여수준은 폭 넓은 대상에게
최소선을 보장하는 기초보장(basic security)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평균
10%에서 37%까지 증가하였고, 은퇴임금으로 소득보장(income security)
을 하는 경우 평균 14%에서 58%까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독일>22)
공적노령연금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독일이었다. 독일의 공적
노령연금은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었으며, 화이트칼라, 농
민,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연금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대상
이 확대되어왔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료 기여 방식이었기 때문에 연금급여
의 소득대체율은 처음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급여
수준의 현저한 증가는 눈에 띄지 않고 다만 점진적으로만 증가하였다.
독일은 1889년에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강제연금보험을 도입
하였다. 이후 공적연금제도 적용대상을 넓혀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11
년에는 일정 소득 미만의 화이트칼라를 위한 연금제도를 따로 도입하였
는데, 이전에 도입한 육체노동자 연금보다 급여수준 측면에서 관대한 보
험이었다. 1923년에 광부연금을 연금보험법으로 통합하였고, 1937년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였으며, 강제가입 대상자에 기술공(artisan)을 포함시
켰다. 1949년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임금노동자를 강제가입 대상자
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급여액도 인상하였다. 1957년에는 연
금의 급여수준을 임금수준에 연동시켰으며, 농민과 공무원을 위한 연금
을 따로 도입하였다. 1964년에는 육체노동자연금과 화이트칼라연금의 여
러 가지 조건을 일치시키고, 연금수급액을 기여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
켰다. 1967년에는 화이트칼라연금 가입조건에서 소득상한선을 폐지하여
22) CSIP(별첨자료 참고)와 Flora(ed.)(1986)에서 Jens Alber가 집필한 독일 편을 참
고하였다.

제3장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정착의 과정: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47

모든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연금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다. 1972년의 연금
개혁법으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하게 하였고, 최저연
금보장제를 도입하였으며, 자영자와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허용하였다.
SCIP 자료에 따르면(그림 3-1 참조), 1930년 시점에서 노령연금의 급
여수준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33.4%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급여수준은 기여와 급여수준 간의 연
계를 강화한 이후 1960년대부터는 40% 이상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노령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1930년대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 60%를 넘어섰다(그
림 3-1 참조). 이 수치는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30년에 64%,
1970년에는 81%인데, 적용대상을 보다 넓게 보편적으로 제도설계한 스웨
덴이나 덴마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표 3-1 참조).
이러한 제도 확대 과정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초기과정에서 조직된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
다는 점, 둘째, 화이트칼라를 위한 연금이 도입되었으나 기존 연금의 확
대적용이 아니라 따로 독립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 셋째, 나중에 육체노
동자연금과 화이트칼라연금의 조건을 일치시키고 기여액과 수급액의 관
계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의 계급관계와 계급정치의 결과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상세히 다룬다.
<영국>23)
영국은 1908년 비기여연금, 즉 국가가 단독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
으로 공적노령연금을 도입하였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자
산검증을 거쳤다. 급여수준은 1914년에 표준 생산직노동자 임금의 22%였
다.24) 이는 전통적 빈민구호제도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소
23) CSIP(별첨자료 참고)와 Flora(ed.)(1986)에서 Richard Parry가 집필한 영국 편을
참고하였다.
24) Ritter(1983)는 도입 직후 시점에서는 영국의 급여수준이 독일보다 높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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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장이라는 새로운 구상의 중간에 위치하는 제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Ritter, 1983). 1925년에는 모든 육체노동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화이트칼
라를 대상으로 강제보험이며 기여 방식인 노령연금제도(Old-Age Pension)
가 도입되었다. 이 연금은 65세부터 수급하였는데, 70세가 되면 자산조사
없이 기존의 비기여연금도 수급하였다. 1940년에는 저소득노인을 위하여
보충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가, 1948년부터 은퇴연금법이 발효되면서 중
단되었다.
1948년에는 노령연금제도가 정액의 은퇴연금(Retirement Pension)으로
대체되면서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1959년에는 정액의 은
퇴연금에 추가하여 피용자와 고용주의 기여를 재원으로 소득연계 보충급
여(Graduated Supplement)를 도입하였다. 1966년에는 Social Security Act로
자산조사에 근거한 보충연금을 도입하였다. 1970년에는 Non-contributory
Retirement Pension Act로 기여연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80세 이상 노
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보통의 노인은 정액의 기초
연금과 소득연계 보충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자
산조사에 근거하여 보조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
영국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특징은 전후에 노
동당이 집권하고 베버리지형의 은퇴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20
세기 초 연금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독일과는 달리 상당히 보편적인 대상
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 영국의 특징은 이 부분을 주의
하여 논의할 것이다.
<스웨덴>25)
독일이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이외의 계급으
로 대상을 넓혀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웨덴의 공적노령연금제도는 적용
대상을 처음부터 상당히 넓게 잡아서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
나 초기단계에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보편적
인 정액급여를 먼저 확립하고 그 위에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연계
25) CSIP(별첨자료 참고)와 Flora(ed.)(1986)에서 Sven Olson이 집필한 스웨덴 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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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급여를 추가하여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온 과정이었다.
스웨덴은 1913년에 공적노령연금을 도입하였다. 재원은 피보험자가 4분
의 1, 국가가 4분의 3을 부담하였다. 강제보험 방식인 기초연금에 추가하
여 소득수준에 따른 보충급여가 있었는데, 실제로 급여액 중에는 후자의
비중이 컸다. 1930년 시점의 자료를 보면, 15〜64세 인구 중에서 가입자
의 비율이 이미 94%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수급자
의 비율은 약 60% 정도였으며, 급여액은 제조업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8.8%에 불과한 낮은 금액이었다.
1946년에 소득수준에 따른 보충급여를 폐지하고 완전히 조세로 충당하
는 정액의 보편주의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급여수준은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17.5%였다. 1951년에는 기초연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에 연동하는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1956년부터는 연금급여액을 표준생활
비에 연동하여 급여수준을 올리기 위한 10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960년 시점의 급여액 수준은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의 21.4%였다.
1960년에는 기존의 기초연금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제보험 형식의 소득연계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연
계 보충연금은 연금근거소득을 가졌던 사람이 대상인데, 기본액을 초과
한 소득만을 연금근거소득으로 계산한다.26) 이 수치에 근거하여 매년 연
금점수를 책정하고 이 점수가 연금액의 크기를 결정한다(엘머, 1988). 재
원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였고, 완전노령연금의 최초 수급자는 1979년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1980년부터는 60%
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저소득층과 보충연금 비수급자를 위
한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금제도 확대의 주요 계기를 다룰 다음 절에서는 스웨덴의 초기 연금
제도 도입 형태와 1946년 기초연금개혁, 그리고 1960년의 소득연계연금
의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스웨덴에서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의
장면들은 계급구조와 계급정치의 특징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형태로 전개
되었다.

26) 예를 들면 1975년이면 9,000크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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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금제도 가입자 비율과 소득대체율
pension,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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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가입자 비율=# insured persons/15〜64세 인구.
자료 : SCIP.
pension , standard worker gross RR,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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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득대체율은 APWW(생산직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단신’ 표준근로자 급여.
자료 : SCIP.

<3개국 비교 요약>
1930년 이전 시기의 제도 도입 단계에서 독일은 육체노동자보험과 화
이트칼라보험을 각각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는데, 모두 근로이력과 기여에
서 수급권이 발생하는 보험방식이었다. 1980년 시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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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도입단계 각국 연금제도의 특성
독일
영국
스웨덴

Year
1889
1911
1908
1925
1913

Insurance
X
X

Means-test

X
X
X

X

Remarks
Insurance workers
Insurance salaried
Old-age assistance
Old-age insurance
Old-age insurance and assistance

자료 : Palme(1990).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수급권이 있는 노인은 은퇴 이전
임금수준의 50% 이상을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Palme(1990)
의 분류로는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분류되며, 흔히 비스마르크형이라고
불리는 연금제도의 전형을 형성하였다.
영국은 먼저 자산조사에 기초한 부조 성격의 급여를 도입하고 이후에
근로이력과 기여에 따른 보험방식의 연금을 추가하였다. 전후에는 전 국
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의 은퇴연금이 도입되면서 베버리지형의 연금제
도를 형성하였다. 이때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기초적인 보장에 치
중하였으나, 이후에 급여수준의 증가를 달성하여 소득보장까지 가는 데
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기초보장과 노인 대상의 사회부조를 결합하는 방식의 연금제
도로 출발하였다. 최초 도입단계에서부터 적용대상을 상당히 넓게 잡아
서 시작하였다는 특징에 더하여 소득연계 형식의 보충연금제도를 추가하
여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까지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상과 같은 연금제도의 특징은 이제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도
도입 시점에서의 산업구조, 계급관계, 그리고 계급정치의 종합적인 결과
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 실업보험27)
<영국>
3국 중에서 실업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11
27) SCIP(별첨자료 참고)와 Alber(1987)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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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여
방식의 실업보험을 도입하였다. 1920년에는 제조업과 commerce의 모든
육체노동자 그리고 연간 250파운드 이하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가입대
상을 확대하였다. 1936년에는 농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46년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소득상한선을 폐지하여 모든 화이
트칼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도입단계에서 영국의 실업보험은 정액으로 기여하고 정액으로 수급하
는 방식이었는데, 재정은 국가가 4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보험자
와 고용주가 반씩 부담하였다. 1921년에는 피부양자의 수를 고려하여 급
여수준이 조정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30년 시점에서 보면 주당 0.85
파운드를 정액으로 수급하였고, 성인피부양자가 있으면 0.45파운드가 추
가되며 아동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10파운드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기혼
이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제조업 표준노동자 급여수준 대
비 45.6%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대체율의 급여를 수급하였다.
1934년부터는 실업보험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도입하였으며, 1966년에는 소득연계 보충급여를 도입하였다. 보충급여 도
입을 계기로 1960년에 약 40%이던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970년에 56%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는 소득연계 보충급여를 점차 줄여서
1982년에 폐지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추가급여도 1984년에 폐지하였다.
이 때문에 1980년 소득대체율은 다시 48%로 줄어들었고, 1990년에는
28.6%까지 감소하였다.28)
<독일>
독일의 실업보험은 1927년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제보험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1932년에는 6주 수급 이후에는 자산조
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Emergency Decree가 도입되었다. 혼인한 여
성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었다. 1933년 시
점에서 전체 실업자의 15.4%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또한 이 당시 급
28) 1995년에 Jobseekers Allowance로 전환된 이후에는 2000년에는 16.1%까지 하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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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수준은 약 45% 수준이었다.
1953년에는 급여수준과 수급기간을 임금근로기간에 연동시키는 제도
를 도입하였고, 1967년에는 급여수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1975년에는 실
업급여를 실제소득에 연계시켰고, 자녀 수에 연동된 급여를 인상하였다.
1960년 시점에서 급여수준은 70%까지 인상되었고, 1980년에는 다시 53.7%
로 하락하였다.
<스웨덴>
스웨덴은 1934년에 국가가 보조하는 임의보험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도
입하였다. 처음에는 수급기간이 11.7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947년,
1957년, 1965년, 1973년 등 지속적으로 수급기간을 확대해왔다. 임의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은 없었으나 수급기간을 연장
하고 국가의 보조를 늘려옴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입자는 꾸준히 확대되었
다. 1939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실업보험 가
입률은 1947년에 42.7%로 증가하였고 1970년에는 66.4%, 1980년에는
78.6%에 달하게 되었다.
<표 3-6> 실업보험 도입과 제도변화 시기

독일

영국

스웨덴

임의보험

강제보험

피부양자
급여

농민으로
확대

기타

급여확대/
부조

-

1927

1927

1927

1956
1969

1918

1936

1920
1946
1966
1975

1934

1941
1944
1953
1974

1973

-

1934

자료 : Alber, Jens(1987).

1911

-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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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실업보험의 특징 : 도입 시점
(단위 : %)
급여
수준 기간

기여

계산방식

계산방식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독일
(1927)

35

26

소득범주의 역순 소득연계

50

50

영국
(1911)

20

15

정액

정액

37.5

37.5

소득연계
법정 최저수준

not specified

스웨덴
(1934)

25

30

자료 : Alber, Jens(1987).
<표 3-8> 실업보험의 특징 : 1975년 시점
(단위 : %)
급여
수준 기간

기여

계산방식

독일

46

52 소득연동, 정률

영국

34

52

계산방식
소득연동, 정률

정액급여 +
소득연계
소득연계보충급여

스웨덴 60〜70 60

-

-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50

50

32

50

18

-

-

(75)

자료 : Alber, Jens(1987).
<표 3-9> 기여와 급여의 특성
기여
소득연계
소득연계
급여

독일(1975)

정액
소득연계 역순

자료 : Alber, Jens(1987).

정액

영국(intro)
독일(intro)
영국(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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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실업보험제도 가입자 비율과 소득대체율
unemployment, LF cover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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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가입자 비율=# insured persons/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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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도입 단계의 주요 계기들
가. 연금제도
<독일>29)
독일은 사회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국가이다. 사회보험이 도입될 당
시 독일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독일 사회보험의 특징은 도
입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첫째, 독일 사회보
험의 도입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당근책으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Ritter, 1983). 1869년에 대독일사회민주노동당이 창당되어
반비스마르크, 반프로이센의 기치를 올렸고, 이에 맞서 정부는 ‘사회주의
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형국이었다. 1877년 의회선거에서
사민당은 유효투표의 9%만을 획득하였을 뿐이었지만 대도시와 산업중심
지에서는 지배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880년대 사회보험입법의
목적은 노동계급에 대한 대규모 국가급부를 실시함으로써 연금수급에 대
한 기대를 불러일으켜서 국가에 순응하도록 만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의도는 비스마르크의 여러 연설문과 문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30) 무엇
보다도 이러한 의도는 독일의 사회보험이 노동운동이 가장 강력하였던
숙련육체노동자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데서 드러난다.
둘째, 도시에서 빈민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전과는 달리 재해, 질병,
노령과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이 빈민문제의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구
빈정책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이 컸다. 1887
년 연금법 계획안에 따르면 연금제도는 노동능력 상실 이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획되고 있었다. 고소득자는 스스로 별도의 부가연금
을 마련하면 되므로 급여의 차등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본 것이나 여성의
급여수준을 남성의 3분의 2로 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빈
29) 이 부분은 Ritter(1983)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0) 비스마르크는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비스마르
크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연금법에서 국가의 재정부담은 매우 적게 책정
되고 가입자의 기여로 운영되게 되었으나 이것은 당초 비스마르크의 의도와는
달라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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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호 수준의 연금액이 책정될 것이었다.31)
요컨대 도입 의도만을 놓고 보자면 산업자본의 편에 서 있던 권위적인
성격의 정부가 발흥하는 노동계급의 세력화를 저지하고자 한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이 등장한 도시빈민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
나 동기와는 별개로 실제 도입된 제도는 피보험자의 기여로 운영하는 보
험제도였고, 보험료와 급여가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었으며, 보험기금
의 자치운영의 원리가 관철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차별이나 낙인
이 따르지 않는 소득보장제도로 빈민정책과는 구별되는 노동자정책으로
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제 세력의 입장은 각기 달랐다. 처음에
사회민주당과 노동운동세력은 사회보험입법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① 사회보험입법이 억압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된 것이었고, ② 많은
노동자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③ 급여수준이 충분치 않았고, ④
노동조합의 관리운영 참여가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Ritter, 1983).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금법을 비롯한 사회보험입법은 사민주의와 노조를
와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32) 그래서 나중에
사민당은 제국의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였고 적극적인 구상을 제출하기
도 하였다(Ritter, 1983).
자본가계급은 견해가 나뉘었다. 일부는 처음에 사회주의적 위험을 억
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보험입법이라는 비스마르크의 견해에 동
조하였으나, 나중에 이것이 사민주의와 노조세력를 약화시키는 데 실패
하자 등을 돌렸다. 다른 일부는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이 산업에 부담을
31)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임금을 4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 및 급여를 차등화한 형
태로 도입되었다.
32) 여기서 노동계급이 100년 전통의 자조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1850년대 반동기에도 질병보험조합은 법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노동자
및 도제 조직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1865년 노동조합운동을 재건할 수 있었다. 사
회보험입법 과정에서도 결국 노조에 속한 금고가 대체조합으로 인정되어 노동자
에게 합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금지된 사민주의 정당조직
의 대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 사민주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었다. 사민당 지지율은 1878년에 7.6%, 1890년에 19.7%로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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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해서 비판하였다. 중도 또는 자유주의 계열의 정당은 제국의 재정
보조금 제공에 반대하였으며, 관료제적 국가가 강화되는 조직체계에도
반대하였다. 그러나 민족자유주의당은 연금법에서 임금수준에 따른 보험
료와 연금수급액의 차등화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다(Ritter, 1983).
한편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계급관계의 특
성은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의 독립적인 연금보험입법에서 관찰된다.
1890년대에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단체도 창설되었다. 20세기
에 들어와 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을 도모하였고, 1911년에
사무직근로자보험법이 통과된다. 이 법은 이전에 도입된 육체노동자연금
법과는 달리 연금급여의 수준이 사회적 지위를 부분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보험료액도 임금의 7〜8%로 높았고,33) 납부
기간에 따라 퇴직 이전의 임금수준의 20〜50%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대
체율이 결정되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였다. 결국
독일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연금제도에서 한동안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입법, 그 중에서도 연금법의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계
급구조 및 계급관계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사회보
험입법은 노동계급이 요구하고 제안하여 관철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본가계급에 위협적인 세력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태동된 것이다. 연금
수급권이 단순히 노동자의 빈민화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권리’로 자리매
김하게 된 데에는 임금수준에 따른 차등적 급여를 요구한 자유주의세력
의 역할이 컸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독자적인 연금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화이트칼라 계급은 사민당이나 사회주의 노조와 연대하
지 않고 독자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34) 이러한 균열을 봉합하려는 노력
은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며, 1957년 연금개혁에서
야 비로소 실현되게 된다.

33) 육체노동자 보험료에 비해 네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34) 1927년 실업보험법에서도 사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특
별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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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35)
영국에서 연금제도를 필두로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1908
년이다. 독일에 비해서 약 20년의 시차가 있다. 사회보험 도입기의 사회
적 환경이 크게 달랐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독일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보험에 접근한 것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이었고 유권자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지
지를 얻기 위해서 입법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영국이 산업화나 도시화가 독일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음에도 불구하
고 사회보험의 도입이 늦은 이유는 강력한 정치적 노동자운동이 없었고,
영국의회의 정통성이 도전받지 않았다는 점을 흔히 든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 위에서 드러나는 차이
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영국에서도 노동계급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였다. 다만 독일 사회
보험 도입 당시에 비하여 영국의 노동계급은 훨씬 합법화된 영역에 있었
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했다. 당시 영국은 노동자계급이 인구의 80%, 투표
권자의 70%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887년의 런던 폭동과 같은
사건은 중산층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의 존재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배계급에서 있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두려움은 독
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당시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영국의 기층 노동자계급은 국가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개
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노조는 사회보험법에 찬성, 사회주의자는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요컨대 노동계급은 계급전쟁을 일으킬 위협
적인 존재감은 없었다는 것이다(원석조, 1995). 따라서 독일에서는 노동
계급의 세력화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데 비해서 20년 후의 영국에
서는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독일처럼 숙련육체노동자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70세
이상의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일정금액의 국가연금이라는 형태, 즉 전통
적 빈민구호제도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새로운
35) 이 부분은 Ritter(1983)와 원석조(199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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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제도로 출발하게 된다.
둘째, 영국과 독일 양국에서 자유주의자와 자유당은 사회보험입법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에서의 역할은 더욱 분명했다. 독일에
서 사회보험입법이 억압적인 보수주의 정권의 가부장적 성격을 드러낸
것이었다면, 영국에서는 자유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보수당을 견제하면서
사회보험입법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연금법과 다른 사회보험입
법의 시기가 자유당이 노동당과 연대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은 자유주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
깨워준다. 노동계급이 위협적이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친노동적인 사
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주아지의 자유당과 지주계급의 보
수당 사이의 정치투쟁에 기인한 바 크다는 해석이 있다. 자유당이 국가개
입의 확대를 외친 것은 지주계급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이다.
1906년 보수당 대 자유당의 득표율은 44% 대 49%, 1910년에는 47% 대
43%였다. 즉 누가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가는 제3당과의 연대에 의해 판
가름이 나던 시기였다. 자유당은 노동당과 제휴하기 원하였고 연결고리
는 바로 토지개혁과 사회정책이었다. 노동당과 자유당 간의 연대를 노동
당이 이끌면서 사회보험을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경우도 사회보
험의 도입이 계급 간 역학관계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셋째, 빈곤의 발생기제에 대한 이해가 이전과는 달라졌고 사회보험은
노동계급의 빈곤화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이 당시 노동계급은
영국과 독일 두 국가에서 모두 순식간에 거대한 빈곤집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계급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이들의 빈
곤화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과는 그 발생 메커니즘이
달랐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도 교구에서 부랑자와 무능력자를 수용하
던 이전 방식과는 달라야 했다.
넷째, 노조에서 운영하던 상호부조조합이나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
의 존재가 선행하였고 이들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영국에서 우애조합의
영향력은 독일에서보다 훨씬 컸고,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방식의 사회보
험을 도입하는 것은 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선택될
수 없었다. 이 또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여 요보호 노인을 지원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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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스웨덴>36)
1913년 연금도입 당시 스웨덴은 자유당 정부 집권기로 보수당, 농민당,
사민당의 지지를 받아 자유당 정부가 연금법을 제안하고 입법화하였다
(Petersen & Klas, 2006). 다음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방식의 제도로 도
입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는 보험방식인데, 국가가 재정의 4분의 3을
부담하면서 보편주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연금으로서 육체노동자 몇
시간 임금에 불과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수혜자의 일
부 기여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자조’의 가치를
추구하는 입법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하나의 제도는 소득 및 자산 조사에
기초한 보충급여인데, 국가가 전체 재정을 담당하였다. 이것도 낮은 수준
이기는 하지만 기본연금에 비해 아홉 배 정도로 높았으므로, 이 부분이
스웨덴 연금제도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 형성의 배경이 된 시대상황은 독일이나 영국과 비
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에서 농립
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부도 참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고 농촌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도 심각하였다.
따라서 독일처럼 이들을 배제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는 없었다. 둘째, 스
웨덴은 이미 19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된 국가였다. 먼저 연금제도를 도입한 영국이
나 독일보다도 더 고령화된 사회였다.37)
다음은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서 살폈던 계급관계와 정당의 영향력을
살펴보자. 첫째, 노동계급의 영향력은 1909년 광범위한 파업으로 나타났
다. 1911년에는 남성의 참정권이 확립되어 임금노동자의 문제를 핵심적
으로 다룰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다른 두 국가에 비해

36) 이 부분은 Per Gunnar Edebalk(2000)와 Klas & Amark(2001)를 참고하여 작성하
였다.
37) 1900년 20〜64세 인구 1,0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 : 스웨덴 165명, 영국 88명, 독
일 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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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구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치적 영향력도 컸다는 점,
그리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서 농촌지역에서 노인부양부담과 빈곤문
제가 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회민주당도 농
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비스마르크 모
델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노동계급은 상대적으
로 힘이 약했고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의 경우에는 소위 복지국가 스웨덴 모델이 형성되
었다고 평가되는 1930〜40년대보다 훨씬 이전인 1910년대부터 보편주의
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회보험(연금법)이 도입되었다.
둘째, 스웨덴은 비교적 신생의 산업국가였기 때문에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자조운동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따라서 영국처럼 강제기여 방식의
사회보험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다. 노인 대상의 사회부조에 덧붙여 기
여에 근거한 보편적 보험 방식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여지는 여기서
생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자의 역할은 3국 중에서 스웨덴에서 가장 강력하
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정치구도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간
의 경쟁구도였는데, 이때 사회보험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즉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였다.
1884년에 자유주의 정치가 Hedin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연금문제가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1896년에는 Raab 백작이 자비로 노령연금캠페인을 시
작하고 1906년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907년 보수당 정
부하에서 노령연금위원회가 발족하게 된다. 1908년 선거에서는 자유당,
보수당, 사민당이 각각 노령연금 이슈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농민
과 임금노동자 문제에 동시에 대등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인구구성적․계급적․정치적 구도가 스웨덴의 초기 연금입법의 성
격을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요약>
사회보험은 ‘임금노동자의 문제’에 답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노동계급
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형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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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급과 부르주아 정당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은
이들 3개 국가의 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뒷받침된다. 이것은 초기의
연금입법이 숙련육체노동자, 농민, 빈곤위험이 큰 일반 노동자 중 어떤
그룹을 겨냥하여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일차적으로 드러난다.
공적노령연금제도의 도입기 특징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가장 먼저
1889년에 기여와 수급이 연결되는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도입되었는데 육
체노동자에 대해서 먼저 도입되고 나중에 화이트칼라가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노동계급과 신중간계급의 계급적 이해가 분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노동계급이 세력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국가의 시도였으므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이후 위와 아래로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는 역사를
걷게 된다.
영국의 연금제도는 1908년에 요보호 노인에 대한 국가지원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므로 사회부조의 성격이 강하였다. 나중에 소득수준에 따른
보충급여가 추가되었지만, 당초의 제도는 임금노동자가 노후에 대량빈곤
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치중하는 보험제도였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자조’라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당이 보수
당과의 정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고 선거에서 득표율이 엇비슷한 수준
이어서 사민당과의 제휴가 필요하였다는 점, 노동계급이 위협적인 세력
은 아니었으나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이 영국의 초기 제
도의 특성을 설명해준다. 사회적 보호를 요청하는 노동계급의 직접적인
요구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계급적 역량이 뚜렷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보다는 정당정치 구도 속에서 유권자로서의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1913년에 보험형식의 보편급여와 자산
조사에 기초한 노인부조가 동시에 도입되었는데, 후자의 비중이 더 컸다.
자유당 정부 시절에 다른 여러 계급기반의 정당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도
입되었는데, 임금노동자를 위한 제도 위에 농민계급의 이해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해석된다. 인구의 연령구성상의 특징과 산업발달 단계
에서 오는 노동력의 산업분포상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이 일차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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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어야 한다.
나. 실업보험
<근대적 실업보험의 기원>38)
애초에 사회보험은 소득의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고, 질병이나
사고 등이 소득중단의 특수한 경우라면 실업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의미에서의 소득중단이다(Van Langendonck, 1997).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실업보험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었고 여
러 가지 위상 면에서 아직도 하위에 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은 노조가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관리해온 데서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숨겨진 파업기금이라고
여겨져서 실업기금 운영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 정부가 마지못해
서 인정하기도 하였다.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영국, 독일,
스웨덴 3국은 모두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장하고 있었다. 영국은 1911
년에, 독일은 1927년에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제도가 성립되었고, 스
웨덴의 실업보험은 지금도 노조가 운영하는 제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차
이는 정치적․사회적 환경, 특히 정부와 노조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만든 최초의 실업대책 펀드는 1831년 영국의 주물노동자
노조의 펀드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널리 퍼졌는데, 이는
첫째로 조합원의 빈곤문제를 돕고 조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
겼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산업예비군’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더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1880년대 중반에 대량실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1895년에 스위스
에서 강제보험으로 도입한 적이 있으나 파산하여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그 이후 1901년 벨기에의 겐트(Ghent) 시에서 기존의 노조나 우애조합의
펀드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겐트 시스템은 임의 펀드에서 받
는 실업보험급여의 50〜75%를 지방정부가 공공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
는 방식이었다.
38) 이 부분은 Alber(1981)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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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수준의 실업보험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임의
보험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보험이다.
임의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실업보험은 프랑스(1905), 노르웨
이(1906), 덴마크(1907), 네덜란드(1916), 핀란드(1917), 벨기에(1920), 스
위스(1924), 스웨덴(1934)의 순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들 중 덴마크, 핀란
드,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두 나중에 강제보험체계로 전환하였다. 국가의
지원은 많은 경우 노조의 거부를 당했는데, 이는 국가의 개입이 노동조합
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강제보험은 이탈리아
(1919), 오스트리아(1920), 아일랜드(1923), 독일(1927), 노르웨이(1938),
벨기에(1944), 네덜란드(1949), 프랑스(1967), 스위스(1976)의 순으로 도입
되었다.
<영국>39)
영국은 강제보험의 형태로는 최초로 실업보험을 도입한 국가이다. 1911
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으로 질병보험과 실업보험이 묶여
서 처리되었다. 두 보험은 모두 정액급여였고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정
부가 기여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정액 보험료제를
채택하였다는 것은 고임금노동자가 고위험군을 돕는 재분배방식을 취하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정액급여에 더하여 고임금노동
자들은 추가로 임의보험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국가보험제도
는 이전의 구빈법이 상징하던 가치를 뒤집은 것으로 의의가 매우 크다.
‘근로능력자’를 돕는 것이었고, 근로능력자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는 관념을 거부한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운영주체의 문제였다. 당시 질
병보험은 민간주체(우애조합과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었고, 실업
보험은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산업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취업자의 절반 가량이 건강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실
업 관련 보험은 단 13%만이 가입되어 있었고 주로 숙련노동자로 한정되
어 있었다.
39) 이 부분은 Toft(1995), 원석조(1996)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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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부여할 것인가와 고용주가 기여를 해야 하는가 문제도 논란
이었다. 고용주들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기여하는 것을 거부
하였다. 1920년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은 이 쟁점에
관하여 타협에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관장하고 조합원 아닌 노동
자를 포함하는 강제보험을 도입하되 노조는 이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계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보험의 운영
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와 고용주는 새 보험의 재정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독일>40)
독일에서 1927년에 도입된 실업보험은 질병보험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
다. 질병보험은 이미 1883년에 도입되어 있었고 소득연계급여에 고용주
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강제보험으로 도입되어 있었다. 한편 실
업보험은 노조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 노조는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노조가 관장하는 임의보험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지배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1913년에 320만 명의 노동자가 노
조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이 중에 81%는 사회주의계열 노
조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이때만 해도 노조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임의
보험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한 노동조합위원회가
발간한 문건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 고용
주와 노동자, 정부가 삼분하여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을 찬성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던 다른 사회보험의 예를 실업보험에도 적
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점에서
변화된 노동조합의 처지에 기인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에서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는 이전에 주로 수공
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던 노조의 보험이 새로이 노조에 가입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40) 이 부분은 Toft(199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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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가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는 노동자는 매우 다양해졌는데, 기존
에 노조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은 새로이 노조조직에 합류한 다양한 직종
의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가 운영하는 임의보험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으로의 방향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제보험의 적용률은 증가하였다.
<스웨덴>41)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1934년에야 도입되었다. 실업보험에 대한 논의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농민과 지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당시
이들의 논리는 실업은 도시와 제조업의 문제이므로 지방정부(시)에서 해
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11년 자유당 정부는 실업보험을 선거공약
에 포함시키고 집권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
고 정권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시는 구빈법과 연금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1920년대에 실업보험은 매우 논쟁적인 이슈로 다시 등장한다. 1921〜
22년에 심한 경기불황이 있었는데, 이때 실업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워크
페어(workfare, 한시적 공공일자리)와 자산조사를 거친 현금급여가 급히
도입되었다. 사민당은 1911년부터 실업보험을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였으
나 실제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한 것은 192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한 후에야 드디어 실업보험의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노조는 영국과 독일에서 경기 하강기에 강제실업보험이 위축되는
것을 보고 강제가입 방식의 실업보험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가입이 강제되는 형식이 아니었고 국가의 개입은
주로 법적인 틀을 만들어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보험가입자
들이 운영자를 선택하고 운영자가 기여금과 급여를 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었다. 실업기금은 파업기금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
었고, 비조직 노동자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LO에 속한 실업보험기금은 전체 노조원의 50%, 산업
노동자의 30%가 가입하고 있었다. LO는 1932년 선거에서 사민당의 임의
41) 이 부분은 Toft(1995)와 Edling(2006), Klas & Amark(200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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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실업보험을 선전할 만큼 지지하였으며, 이 제도가 조직률을 높일 것
으로 보았다. 그러나 1934년에도 국가보조제도에 대한 개별노조와 그 기
금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가장 큰 우려는 국가의 보조금지원에 부
가되는 조건인 가입대상 개방이 노동운동 방해세력의 진입을 허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1940년 시점에 보면 스웨덴노동조합
연맹에서 실업보험을 운영하던 24개 노조조직 중에서 단 10개 노조만이
국가보조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실업보험기금들이 국가보조시스템에 모두
통합된 것은 1954년에 이르러서였다.
스웨덴에서 겐트시스템 도입 초기에 제도의 정착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도 설계상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42) 스웨덴은 제도 설계에서 농업노
동자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실업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넉넉한 급여를 제공하는 노조보험펀드에는 보
조금을 적게 배정하고 보험급여가 적은 보험에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
였는데, 이는 높은 급여를 선택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형편이 나은 노동자
라는 인식을 깔고 저임금노동자를 보험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였다. 실
제로 기존 고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얻는 것이 적었으나 저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펀드들이 많이 생겨났다.
<요약>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주들은 노조가 운영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
는 실업보험기금에 공공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노조가 아
니라 공공기관이 자산조사를 거쳐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였다. 반면 노조는 전통적으로 실업보험의 방어자이다. 노
조는 실업자의 존재가 산업예비군의 성격을 띠어서 업종 내 전체 노동자
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업자를
42)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스웨덴의 사회보험제도 설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덴
마크의 경우 1907년에 실업보험에 겐트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제도 도입 30여
년 만인 1940년에는 수공업노동자와 산업노동자의 95%가 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었다. 덴마크의 경우는 국가보조금을 소득수준에 반비례하게 만들었고 실업위
험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형편이 나은 노조는 보험료
가 저렴하면서도 급여는 넉넉한 보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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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하며 실업자의 수도 줄이고자 하였다.
세 나라에서 모두 실업보험 도입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운영주
체의 문제였다. 노조는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보다는 자신들이 운영
하던 임의보험 형식의 실업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결국 노동
조합이 강력하고 임의보험 형식의 실업기금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
는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는 강제보험 형식의 실업보험 도입은 어려웠다.
영국은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게 설정하여 기존의 임의가입보험의 필요
성을 유지함으로써 노조나 중간소득계층의 이해를 조정하였다. 독일은
노동조합에 비숙련 저임금노동자의 진입이 상당히 진전되어 이들에게 임
의가입 실업보험을 제공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강제보험의 적용률 확대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웨덴은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 정권하에서 제
도를 도입한 영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사민당 정권에서 노조는 더 많은 자
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식의 임의가입 실업보험제
도를 만들었고 노조의 기금운영권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향후 수
혜대상자를 넓히는 데는 더 긴 시간을 요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제도 확대기의 주요 계기들
제도 확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는
제도 변경을 통한 적용대상의 명시적 확대이다. 둘째는 적용대상을 명시
적으로 바꾸지 않는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것은 수급요건의 완화나 급여수준의 향상과 같은 작은 제도변화를 통해
서 가입자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이 증가할 때 일어난다.
가. 연금제도
<영국>
자산조사를 거친 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은 액수의 정액연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1908년에 고령연금제도를 시작한 영국은 보수당 시절인
1925년 기여에 기반한 강제보험제도를 추가하였다. 모든 육체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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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50파운드 미만의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대상이었다. 1942년에 베
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후, 최초의 노동당 단독 집권기인 1946년에
통과되고 1948년부터 발효된 은퇴연금제도는 수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
대하였다.
Dryzek & Goodin은 전후 영국에서 사회보험의 확대를 가져온 요인으
로 전쟁과정에서 경험한 불확실성의 극대화를 꼽았다. 전쟁은 각자 자신
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투영시켜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며 위험을 나누려
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Dryzek & Goodin, 1986). 또한 전쟁기간
중에는 국가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높은 세율에 국민들이 익숙해지는 부
차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노동계급이 요구도 변화화게 되는데, 대공황기
간의 실업과 전쟁기간 동안의 실질임금 하락을 경험하면서 노동계급은
국가복지를 요구하게 된다. 한편 중간계급은 이 시기에 주변국에서 나타
났던 사회주의혁명과 파시즘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케인즈주의적 국가개
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다(김영순, 2011).
<독일>43)
독일은 1889년에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제연금보험을 도입하고,
1911년에는 일정 소득 미만의 화이트칼라를 위한 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도입한 이후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해온 역사
를 가지고 있다. 제도의 적용대상은 처음 출발이 숙련노동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적용대상 확대의 역사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양쪽으로 진행되었
다. 1937년에는 임금노동자의 임의가입이 허용되었고 1938년에는 artisan이
강제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1949년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임금
노동자가 강제가입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공무원연금이 1957년에 도입
되었고, 기타 공공부문의 연금은 1967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1967년에 화
이트칼라 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소득상한선이 폐지되어 모든 화이트칼라
도 연금제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도변화는 1949년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임금노동자로 강제가입 대상이 확대된 것과 1967
43) 이 부분은 Jens Alber가 집필한 Growth to Limits(Flora ed., 1986)의 독일 편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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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고소득 화이트칼라까지 연금제도에 편입된 두 사건을 들 수 있다.
실질적인 가입률을 향상시킬 만한 중요한 조건의 변화는 1930년대 노
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노동계급의 협상력이 높았을 때 이를 기반으로 급
여수준의 향상을 얻어낸 것이나, 1972년 연금개혁에서 저소득층에 높은
급여를 제공하도록 최저연금보장제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나, 무
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64년에 육체노동자연금과 화이트칼라연
금의 조건을 일치시켜서 육체노동자연금의 보장수준을 끌어올린 사건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정당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50년 시점에서 선거득표율을 보면, 자영자와 고소득 사무직의 지지를
받는 자유민주당(Free Democratic Party)이 약 10% 수준의 득표율을 얻
고 있었고, 자영자와 농민 그리고 종교색채 강한 노동자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기민당(CDU/CSU)과 사민당(SPD)은 각각 30%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나머지 25〜30%는 기타 군소정당 지지이거나 무효표였
다. 1970년경까지 기민당의 지지세가 더 높았으나 1972년에 처음으로 사
민당이 더 높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사민당의 지지기반은 육체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였다.
1957년 연금개혁을 사례로 사회 제 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사민당은 1956년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모든 임금노
동자에게 강제보험 적용(임금상한선 폐지), 육체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
의 수급조건 일치, 기여에 보다 긴밀하게 연동되는 급여수준, 근로생애
중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모
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단 한 가지 정부안과의 차이점은 사민당의 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연금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안에 대해서 사용
자단체, 민간보험업계, 고소득임금근로자단체는 당연히 반대하였는데, 개
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간보험업에 타격이 되며 고용주에게 부담이 된
다는 논리였다. 임금수준과 연금수준의 연계는 개인의 저축을 줄이고 노
조의 임금인상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기민당은 전통적으
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지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연금의 가
입기준이 되는 임금수준을 높이는 정도로 내부 합의를 하게 되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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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자유당을 제외하고 기독당과 사민당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속내는 달랐는데, 사민당은 궁극적으로는 보편주의
연금체계로 가고 싶어 했고, 기독당은 육체노동자연금에서도 소득상한선
을 추가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컨
대 독일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의 과정은 육체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
자의 지지를 받는 사민당이 공적연금의 가입 범위를 소득수준이 높은 노
동자에게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노동자측 이해를 고려한 기
민당이 이를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성취한 것이었다.
<스웨덴>
스웨덴은 1913년 피보험자가 일부 기여하는 낮은 급여액의 보험방식의
기본연금과 소득조사에 따른 부조를 결합한 방식의 최초 연금제도로 출
발하였다. 수혜범위가 넓은 기본연금이 깔려 있었지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노인 대상의 사회부조 부분의 비중이 훨씬 컸다는 점이 중
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지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은 첫째, 1946년 소득수준에 따른 보충급여를 폐지하고 조세로 충당하는
정책의 보편주의 기초연금으로의 개혁과 둘째, 1960년 소득연계 보충연
금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으로의 개혁은 연금수급자의 비율을 일거에 100%로 끌어올린
보편주의 개혁이다(basic security). 이런 기초 위에 올린 소득연계연금의
도입으로 1979년에 최초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1980년
에 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은 표준 제조업노동자 임금의 62%의 높은 소
득대체율을 달성하게 되었다(income security). 이 두 가지 개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스웨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종교, 지역, 인종으로 정치지형이 구분되는 정도가 매우 약하
고 주로 제도화된 계급관계에 따라 정당이 구분되었다. 1920년대에는 5당
시스템이었다. 보수당, 사회자유당, 농민당의 3개 부르주아 정당과 사민
당과 공산당의 2개 좌파 정당이 있었다. 계급과 가입조직, 지지 정당이 비
교적 분명하게 구분되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오래 이어졌다. 농민은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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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스웨덴의 계급별 대표정당 및 조직
경제활동인
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
1950 1980
노동자와 저
56
임금근로자
중간/상위 임
22
금근로자
농민

10

자산소유 중
간계급

8

자산소유 상
층계급

1

대표정당

52 사민당

대표조직

LO

지지정당이 4분되
어있었음. 상층 화 TCP(화이트칼라 노조)
39
이트칼라는 주로 SACO(전문직 노조)
보수당
Federation of Swedish Farmers
4 중도/농민당
(LRF)
비사회주의당 분산 Federation of Trades, Industries
3
지지
and Family enterprises (SHIO)
Swedish Employers' Confederation
(SAF)
1 Moderate(보수당)
Federation of Swedish Industries
(SI)

자료 : Flora, P.(1986).

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사민당의 연대 파트너였고 이것이 스웨덴 복지국
가 성격을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중간계급은 자유당과 보수당으로 나
뉘어 있었는데, 자유당은 20세기 초 보편선거권 투쟁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1960년대는 (농민당과 함께) 사회주의적 평등과 사회보장 확대
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스웨덴 사람들은 정당지
지가 확실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요 이익단체 가입률이 높았다. 1967년
에 15〜75세 인구의 73%, 1980년에는 60%가 주요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
었다.
① 기초연금 개혁(1946년)
기초연금개혁의 배경이자 의의는 이 개혁이 ‘기초보장(basic security)
이냐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이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의 결과라는 데
있다. 전자는 사민당의 입장이고 후자는 노동조합(LO)의 입장이었다. 1930
년에 단신 표준연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연간 기본연금 31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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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와 소득조사 후에 받는 225크로나를 합쳐서 256크로나였는데 이것은
당시 표준적인 제조업노동자 임금의 8.8%에 불과한 낮은 금액이었고, 65
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연금수급자는 60% 정도였다.44) 이 정도의 연금액은
소득보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 중반부터 개혁이 추진되었다.
먼저 사민당 집권 후 1935〜37년에 기본연금을 조세기반으로 전환하였
다. 1937년 초당적으로 꾸려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보편적 정액급여를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르주아 정당은 지지하였고 사민당은 소득조
사에 의한 보충급여(부조)를 유지하기 원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보험방식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이미 노인이 된 세대와 제1차, 2차 세
계대전 당시 적립방식제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적립식
에 반대하였다. 결국 부조 성격의 보충급여는 폐지하고 조세로 충당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통일하는데,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950년에 1,050크
로나로 표준 제조업노동자 임금 대비 17.5%였다. 1946년(1948년) 연금개
혁은 보편주의, 정액,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 소득대체율은 높지 않았
으나 빈곤은 벗어날 만한 수준이었다(Palme, 1990).
② 소득연계연금 도입(1960년)
1940년대 중반에 LO는 정부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보충연금이 필요하
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LO는 화이트칼라는 이미 고용주가 제공하
는 이런 연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이것이 도입되는 것이 정의라고 주
장하였다. 학자들은 보충급여의 전략적 결과를 강조해왔다. 이 급여를 통
해서 화이트칼라가 복지국가와 사민당에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으나, 1950년대 초반 논의과
정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화이트칼라는 이미 소득연계연금을 가지고 있
었고 따라서 새 연금에 관심이 없었다. 짧게 보면 보충연금 개혁은 육체
노동자와 중간계급 연대가 아니라 싸움이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중간계급
을 포괄하는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플랜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책은 다
른 이유로 선택되었다.
44) 부표 참조. 단, 이 당시에 수급연령인 67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더 높은 수급률
을 보였을 것이다. 15〜64세 인구 중에서 가입자 비율은 이미 90%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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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개의 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1950년에 사민당은 모든 시민을 위
한 연금제도를 원했고 부르주와 정당은 각기 다른 대안을 제출하였다. 이
제는 중도당이라고 불리는 이전의 농민당은 국가가 관장하는 임의보충급
여연금을 원했다. 보수당과 자유당은 고용주단체의 견해를 반영하여 단
체협상에 따른 임의시스템을 지지했다. 사민당으로부터 정권을 잇고 싶
었던 자유당은 화이트칼라의 이해가 아니라 고용주의 이해를 지지하였다.
사민당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부르주아 정당과의 동맹이 필요하
였다.
1960년 투표에 가서야 자유당이 사민당 쪽을 지지하여 사민당의 승리
로 새로운 연금이 도입되게 되었다. 당시 공무원은 후한 연금제도를 가지
고 있었으므로,45) 이것이 새 개혁연금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었다.
<3개국 비교 요약>
영국의 보편주의 연금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는 계급론적
관점보다는 전쟁의 경험이나 베버리지와 케인즈 같은 자유주의자의 아이
디어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다(김영순, 2011). 한편 독일과 스웨
덴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과정은 계급적 기반을 고려한 정당정치의 역할
이 강조된다. 독일에서 직종별로 분리된 보험으로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소득수준을 가진 노동자로 대상을 넓혀온 과정은 사민당과 기민
당이 경쟁하면서 지지율을 높여온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스
웨덴은 대부분의 성인이 자신의 계급과 관련된 조직에 가입되어 있고 이
것이 정당지지로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매우 선명한 계급정치의 지형
속에서 사회보험 적용 확대의 과정을 보여준다.

6. 소 결
현재 우리 사회처럼 방대한 2차 노동시장을 가진 사회구조에서 복지국
가 건설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대

45) 생애근로기간 중 최고 15년 임금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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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구하기 위하여 유럽의 복지국가 형성기를 되돌아보았다. 20세기 초
유럽 국가들이 만들어온 복지국가는 임금노동자의 소득중단이라는 위험
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방도를 찾아온 과정이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대표
적인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와 실업보험을 살펴보았다. 역
사적으로 사회보험 확대의 주요 설명요인은 무엇인가? 이미 많은 기존연
구들이 계급 및 사회 제 세력의 역학관계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들어 제
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보장수준 향상을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면서 출발했나? 독일은 노동계급을 견제
하려는 보수정권에 의해 제도 도입이 주도되면서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숙련육체노동자에 대한 보호로부터 출발하였다. 영국은 보수와
자유주의자들의 경쟁구도 속에서 자유당이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중간
이하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를 만들었다. 스웨덴은 임노동자와 농
민의 세력이 엇비슷한 사회구조에서 이 둘을 모두 보호하는 형식으로 출
발하였다.
제도 확대의 계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제도의 대상 확대가 일
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강제적용
대상을 추가하거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제도 변경을 통해서
일어난다. 독일에서 위로 화이트칼라보험이 들어오고 아래로 일정 산업
범주를 넘어서 모든 육체노동자로 강제가입 대상이 넓혀지는 제도 변경
이 그 사례이다. 영국에서는 자산조사 없이 기여에 따른 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가 그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험이 여기 해당한다.
스웨덴에서는 조세에 기반한 보편주의 기초연금으로 모든 국민을 보호하
게 된 1946년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둘째, 급여액의 인상이나 국
가의 보조금 지급, 수급조건의 완화와 같이 수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
들어 주는 제도 변경은 적용대상 변경과는 별도로 가입자의 확대를 초래
한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면 신규가입자가 늘어나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은 흔히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때
가 많다.
단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혁명적 분위기 또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통한 정치적 세력화는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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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본 요건이라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이 중요하고 다른
계급과 연대 전략이 중요하다고 흔히 지적되어온 이론은 우리 관찰에서
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좀더 보충을 하자면 노동계급은 보편적 사회보
장을 주창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언제나
하나의 단일한 계급적 이해를 추구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은 신중간계급의 이해와 경쟁해야 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을 자신들이 먼저 구축한 보험체계에 품어 안지
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취약계층과 위험분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범위를 넓혔을 때 보다 든든한 소득보장체계와 함께 조직률의 향상까지
도 얻을 수 있었다. 구중간계급, 화이트칼라, 자유주의자는 복지국가 형성
과 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의 계급적 이
해를 떠나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한 단계 높은 급여를 원하고
독자적인 제도를 따로 구축하기 원하기도 한다. 이것을 인정한 위에 타협
이 필요했던 것이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다.
이들 유럽 3개 국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던 시점으로부터 한 세기가
흘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상위계층인 공무원, 화이트칼
라, 조직노동자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위계층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절박한 시기에 있다. 이 시점에서 조직노동자가 복지국가운동을 이끌
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우려스러운 일도 아닐 것 같다. 이들은
이미 기본적인 국가복지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의 필요
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 2차 시장 노동자가 핵심적인 대상이다. 이들
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 세력 간
의 경쟁과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조직되어 있
지도 않고 이들을 대변할 정당도 없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하지만 당시의
노동계급도 결국 보편적 선거권이라는 정치적 시민권에 기초하여 복지국
가를 만들어왔음을 상기한다면 우리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체계를 만
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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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3국의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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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3국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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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연금제도 연대기 : SCIP>
영국－연금
Old-Age Pensions Act. 비기여연 1914년 급여수준 (표준적인 생산직노동자 임금의) 22%
1908 금.
70세 이상 주당 25펜스. 자산, 1930년
인구학적 특성, 국적, 주거 검증
급여￡26/년(비기여, 자산조사, 정액)
급여수준 15.2%
Orphans-, Old-Age
1925 Widows-,
Contributory Pensions Act. (1929 가입자 비율 60%, 수급자비중 60.9%
년 개정) 강제, 기여 연금. 모든 육 1939년
체노동자와 연소득 ￡250 미만의 화 급여￡26/년(비기여, 자산조사, 정액)
이트칼라. 65세 이상 수급. 기여연
13.1%
금수급자는 70세부터 자산조사 없 급여수준
가입자
비율
65.7%, 수급자 비중 67.4%
이 비기여연금 수급
수급연령은 60세로 단축.
1940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자 중에서 저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한 ‘Supplementary’
연금 도입(1948년 중단)

1947년
급여￡67.6/년(비기여, 자산조사, 정액)
급여수준 21.4%
가입자 비율 64.4%, 수급자 비중 87.3%

1960년
1946 National Insurance Act(1948년 발효). 급여￡130/년(비기여, 자산조사, 정액)
Old- Age Pension을 Retirement 급여수준 19.4%
Pension으로 대체. 전 국민으로 대 가입자 비율 63.1%, 수급자 비중 95.6%
상 확대
1970년
1959 National Insurance Act(1961년 발 급여￡276.12/년(=정액 은퇴연금 주당￡5+Graduated
효). 1946년 정액연금+ 소득연계 보
충급여 피용자와 고용주의 기여를 supplement).
급여수준 20.8%
재원으로
가입자
비율 60.2%, 수급자 비중 100%
Graduated supplement.
1966 Social Security Act. 자산조사에 근
거한 보충연금
1970
Non-contributory Retirement Pension
Act(1971년 수정) 기여연금보다 낮
은 급여수준으로 80세 이상에 지급.
Social Security Act. 자산조사 후
연금보조
1975 Social Security Pensions Act. 소
득연계 occupational pension.
1992
Social Security and Benefits Act
1995
Pension Act

1980년
급여￡1486/년(=정액 은퇴연금 연간￡1411.80 +Graduated
supplement).
급여수준 28.9%
가입자 비율 62.9%, 수급자 비중 100%
1990년
급여￡3994/년(=정액기초연금￡2439+GRB +SERPS).
급여수준 36.4%
가입자 비율 63.3%, 수급자 비중 100%
2000년
급여￡6806/년(=정액 기초연금 주당 ￡67.50 +GRAD+추
가연금).
급여수준 40.5%
가입자 비율 68.5%, 수급자 비중 100%

주 : 1) 급여는 단신 표준노동자, 급여수준은 APWW 대비 ‘단신 표준근로자’ 급여.
2) 가입자 비율=# insured persons/15〜64세 인구, 수급자 비중 = 연금수급자/65
세 이상 인구.
3) 1980년까지 최고와 최저액 차이가 매우 적음. 1985년부터 소득연계급여액 차
이가 커져서 격차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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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금
1889 1891년 발효. 1905년 개정. 육체노동자에 대하여
invalidity/old-age 보험 도입 (ArV)

1930년, 급여 782RM/년
급여수준 33.4%
1911 salaried employees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연금제
가입자 비율 53.7%, 수급자 비중 48.8%
도 도입 (AnV)
1916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은퇴 도입
1923 광부연금을 연금보험법에 통합
1929 Emergency 법령 급여액 삭감(～1934년)
1937 기술공을 ArV에 통합
1942 “stamp-book” 폐지하고 임금에서 보험료 공제

1939년, 급여 703RM/년
급여수준 34.7%
가입자 비율 56.5%, 수급자 비중 65.4%
1947년, 자료 없음
1950년, 급여 1047RM/년
급여수준 33.0%
가입자 비율 48.1%, 수급자 비중 50.0%

1960년, 급여 2676RM/년
1949 pre-Nazi 보험 재도입. 일정 소득 이하 모든 임
급여수준 42.7%
금노동자를 강제로 가입시키도록 Social Insurance
가입자 비율 56.8%, 수급자 비중 80.1%
Adaptation Law 개정, 급여액 인상하고 전쟁 희
생자 보호 포함
1970년, 급여 5535RM/년
급여수준 40.6%
1957 Pension Reform Law. annual wage-indexation
가입자 비율 61.0%, 수급자 비중 91.7%
도입. 농민, 공무원을 위한 독립적인 연금 도입.
여성의 수급연령 60세로 하향 조정
1980년, 급여 10696RM/년
급여수준 39.0%
1964 ArV와 AnV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연금재정 조정
가입자 비율 63.4%, 수급자 비중 100%
1967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보충적인 제도 도
1990년, 급여 16526RM/년
입. 화이트칼라연금제도에서 소득상한선 폐지
급여수준 39.6%
가입자 비율 74.6%, 수급자 비중 100%
1972 Pension Reform Law. 저소득층에 높은 급여제
공. 수급연령 유연화. 자영자와 전업주부로 대상
2000년, 급여 20313RM/년
자 확대. 최저연금보장제 도입
급여수준 33.1%
가입자 비율 59.8%, 수급자 비중 100%
1976 이혼시 연금분할 도입
1980 Pension Adjustment Law
주 : 1) 급여는 단신 표준노동자, 급여수준은 APWW 대비 ‘단신 표준근로자’ 급여
2) 가입자 비율=no insured persons/15〜64세 인구, 수급자 비중=연금수급자/65
세 이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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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연금
1930년
급여 256SKr/년(=income-tested 연금225+non
income- tested 연금)
급여수준 8.8%
가입자 93.6%, 수급자 59.2%
1913 보편적 기초연금. 소득에 따라 보충급여.
국가가 주로 부담하고 피보험자는 약 1/4 1939년
부담. 수급연령 67세
급여 429SKr/년(=기초연금70+보충급여350+@)
급여수준 13.5%
1946 소득수준에 따른 보충급여 폐지. 조세로 가입자 90.9%, 수급자 78.7%
충당하는 정액의 보편주의 기초연금 도입
1950년
1951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동 급여 1050SKr/년(정액기초연금)
급여수준 17.5%
1956 연금급여 인상을 위한 10년 프로젝트 시 가입자 100%, 수급자 82.6%(수급연령67 기준 100%)
작. 표준생활비에 연동
1960년
1960 강제, 소득연계 보충연금(임금근로자) 도 급여 2750SKR/년(정액기초연금)
입. (기존의 기초연금은 그대로 존치), 고 급여수준 21.4%
용주가 재원부담. 1963년에 시작하여 완전 가입자 100%, 수급자 89.5%
노령연금 최초 수급자는 1979년 발생
1965년
급여 5678SKr/년(=기초연금4245+보충연금 1433)
1969 특별보충연금 도입. 저소득층 또는 보충연 급여수준 30.2%
금 비수급자를 위한 연금
가입자 100%, 수급자 83.4%
1974 연금수급연령 65세로 하향. 은퇴연령 유연 1970년
화 (60세〜70세)
급여 10160SKr/년(=기초연금5760+보충연금 4400)
급여수준 38.2%
1992 거주기간 기준 40년으로 확대
가입자 100%, 수급자 86.0%
1980년
급여 43231SKr/년(=기초연금15295+보충연금27936)
급여수준 61.7%
가입자 100%, 수급자 100%
주 : 1) 급여는 단신 표준노동자, 급여수준은 APWW 대비 ‘단신 표준근로자’ 급여.
2) 가입자 비율=# insured persons/15〜64세 인구, 수급자 비중=연금수급자/65
세 이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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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실업보험
1930년
급여 ￡0.85/주 정액 (성인부양자+￡.45, 아동+￡.10)
급여수준 45.6%
가입자 58.8%/취업자, 76.6%/피용자

National Insurance Act(1912 발효). 일정
소득 이하의 특정산업 노동자에게 도입.
1939년
1914년에 2.5백만명 적용. 기여원칙
급여 ￡0.85/주 정액(성인부양자+￡.50, 아동+￡.15)
급여수준 43.3%
Unemployment Insurance Act. 대상 확
1920
가입자 69.7%/취업자, 86.0%/피용자
대 - 2차산업과 commerce의 육체노동자,
연￡250 소득 이하의 화이트칼라
1947년
급여 ￡1.30/주 정액(성인부양자+￡.80, 아동+￡.375)
급여수준 40.7%
수급기간 소진 이후에 Transitional 급여
1930
가입자 87.8%/취업자, 98.5%/피용자
도입(자산조사)
1911

1931
1936
1946

실업부조 도입(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자)
UI에 농민 포함

1960년
급여 ￡2.50/주 정액(기혼+자녀2, ￡5.10/주)
급여수준 39.6%
가입자 79.1%/취업자, 88.1%/피용자

NIA 화이트칼라 소득수준 상한선 폐지

1970년
급여 ￡5+소득연계급여 = ￡8.99/주(정액급여+소
NIA 소득연계 보충급여. 소득 비례 기여
1965
득연계급여+부양자조정, 기혼/자녀2 = ￡14.29/주)
급여수준 56%
NIA fully-소득 연계 기여를 NIF에 도입
1975
가입자 74.5%/취업자, 84.0%/피용자
Social Security Act. 소득연계 보충급여
1980년
점차 줄여서 1982년 완전 폐지
급여 ￡20.65+소득연계급여=￡32.28(정액급여+소
득연계급여+부양자조정=￡47.53/주)
자녀에 대한 보충급여 폐지
1984
급여수준 48.0%
가입자 79.9%/취업자, 92.2%/피용자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1992
Benefits Act
1990년
급여 ￡37.35/주(소득연계급여 폐지)
Job Seeker's Act. 기여에 기반한
1995
(정액급여+부양자조정=￡60.40/주)
Jobseeker's Allowance(JSA)와 비기여 소
급여수준 28.6%
득기준의
가입자 76.6%/취업자, 95.4%/피용자
Jobseeker's Allowance
1980

2000년
급여 ￡52.20/주(가족구조, 소득수준 관계없이 ￡52.2)
급여수준 16.1%
가입자 82.6%/취업자, 87.8%/피용자
주 : 1) 급여는 단신 표준노동자 첫 26주 평균, 급여수준은 APWW 대비 ‘기혼, 자
녀 2명의 표준근로자’ 급여.
2) 가입자 비율=(# insured persons/취업자) & (# insured persons/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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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실업보험

1927 일정 소득 이하의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도
입(natonal insurance system)

1930년
급여 15.75RM/주
(기혼, 2자녀=22.52RM/주)
급여수준 49.9%
가입자 44.6%/취업자, 63.5%/피용자

1939년(Emergency decree 적용)
급여 1.94RM/ 주(8.40RM씩 6주 지급)
1932 Emergency decree. 6주 이후에는 자산조사.
(기혼, 2자녀=3.7RM/주)
혼인한 여성은 급여지급 거부. 급여수준 하
급여수준 9.5%
향 조정. 1933년에 실업자의 15.4% 수급
가입자 44.8%/취업자, 64.3%/피용자
1949 pre-Nazi 보험 재도입

1947년 자료 없음

1952 La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1960년
Employment Institution. 사용자, 노동자, 국
급여 66.29DM/주 (소득의 55%)
가의 삼자 대표성 확립
(기혼, 2자녀; 65%+부양자조정=84.29DM)
급여수준 69.9%
가입자 59.4%/취업자, 77.9%/피용자
1953 급여수준과 수급기간을 임금근로기간에 연
동시킴
1970년
급여 121.78DM/주 (순소득의 62.5%)
1956 가입대상의 소득상한선 상향, 급여수준과
(기혼, 2 자녀=62.5%+부양자조정 36DM, 단,
수급기간 확대
순소득의 80% 상한선=174.54DM)
급여수준 66.6%
1967 급여수준 상향 조정. 실업부조 도입(가족수
가입자 72.4%/취업자, 89.3%/피용자
당도 인상)
1980년
급여 254.35DM/주(순소득의 68%)
(가족소득의 68%=283.26DM)
1975 실업급여를 실소득에 연계시킴. 자녀 수에
급여수준 53.7%
연동된 급여 인상
가입자 75.5%/취업자, 91.2%/피용자
196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입법화

1977 수급자격이 더 엄격해짐

1990년
급여 323.23DM/주(순소득의 63%)
1983 급여수준 하향 조정(순소득의 68%)
(기혼, 2자녀; 68%, 부양자조정은 없음)
급여수준 50.5%
1984 49세 이상자에게는 수급기간을 12개월에서
가입자 72.6%/취업자, 88.3%/피용자
18개월로 연장
2000년
급여 380DM/주(순소득의 60%)
(자녀 있는 경우; 순소득의67%=596DM)
급여수준 50.5%
가입자 69.0%/취업자, 80.7%/피용자
주 : 1) 급여는 단신 표준노동자 첫 26주 평균, 급여수준은 APWW 대비 ‘기혼, 자녀
2명의 표준근로자’ 급여.
2) 가입자 비율 = (# insured persons/취업자) & (# insured persons/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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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실업급여

1934 국가가 보조하는 임의 실업급여금고 도입
1947 수급기간 138일(23주)로 확대

1939년
급여 8.1SKr/주(부양자조정 없음)
(=수급기간 11.7주 제한, 주당 18SKr)
급여수준 66.6%
가입자 6.5%/취업자, 9.3%/피용자

1947년
1948 지방노동사무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급여 31.85SKr/주(=수급기간 23주 제한, 주
National Labour Market Board하에 설치됨
당 36SKr)
(가족은 주당45SKr, 26주 평균 39.81)
수급기간 156일로 확대
급여수준 40.6%
1957
가입자 32.0%/취업자, 42.7%/피용자
수급기간 150일로 확대(주5일)
1965
1960년
수급기간 확대
급여 120SKr/주(가족은 156SKr/주)
1968
급여수준 63.3%
수급기간 300일로 확대. 실업급여에 과세. 일
가입자 41.1%/취업자, 44.8%/피용자
1973 반적인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실업자에
게 주는 수당 도입.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며
1970년
근로참여경험은 필요하지만 보험가입기준은
급여 222SKr/주(가족은 242SKr/주)
없음
급여수준 47.3%
가입자 63.6%/취업자, 66.4%/피용자
1989 대기기간 폐지
1991 대기기간 재도입

1980년
급여 975SKr/주(부양자조정 없음)
급여수준 72.4%
가입자 70.9%/취업자, 78.6%/피용자

주 : 1) 급여는 단신 표준노동자 첫 26주 평균, 급여수준은 APWW 대비 ‘기혼, 자
녀 2명의 표준근로자’ 급여.
2) 가입자 비율=(# insured persons/취업자) & (# insured persons/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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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업자 보호제도의 다양한 유형화와 복지체제의 상관성46)

1. 들어가는 글
이 연구의 목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실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체제 유형의 관점
에서 문제를 설정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복지국가 및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반면, 실제로 복지국가 유형론이 복지제도를 구성
하는 하위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하위 영역 가운데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
는 부분은 실업자에 대한 보호제도이다. 전체 분석대상 국가는 14개국으
로 일반적인 복지체제 유형별로 대표적인 2∼3개 나라를 선택하였다.
실업자 보호제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각 나라별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다. 유형화를 시도하는 영역은 첫째, 제도적인 주요 구성요소들의 유무
46) 이 연구에는 노동부의 용역과제로 2009년에 수행된「한국과 주요국의 실업급제
도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화」와 2010년에 수
행된 KDI의 연구인 고영선 편(2011),『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1)』
에 실린「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태와 강화방안」에 실렸던 내용 가운데 일부
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별 비
교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새롭게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에 관한
유형화와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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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업부조의 보호수준, 둘째 실업자를 지원하는 현금급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실업급여 설계 측면에서의 관대성, 셋째 적극적 노동
시장 지출의 구성이다.
그동안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화와 관련해서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이
루어진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형화를 다룬 연구는 유길상 외(199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실업자 보호제도를 제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형
화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실업급여—실업부조—공공부조로 이어지는 유
럽의 복지국가형이며, 둘째 유형은 실업급여—연장급여—공공부조로 이
어지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유형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각 유형 내부의 차이, 특히 실
업부조의 수급자격이나 지급기간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무
를 넘어서 제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업급여,47) 실업부조, 공공부조의 유무뿐만 아니
라 실업자 보호제도에서 실업부조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유형을 세분하고
복지체제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세부적인 설계
방식에 따라서 수혜범위나 급여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및 급여지급기간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
측면에서 나타나는 실업급여의 관대성 차이를 지표화하고 이를 군집분석
을 통해 유형화한다.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
은 대부분 소득대체율이나 수혜율, 1인당 급여지출 등과 같은 실제 노동
시장에서의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관대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산출 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제도 설계의 차이가 산출 지
표의 차이를 낳기 때문에 왜 산출 지표가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
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47) 이 연구에서 실업급여는 실업보험(한국, 독일, 일본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업)에 의한 급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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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실업급여제도 시행 역사가 짧고 복지제도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
요가 크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가
어떻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급여로 구성되는 소득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실업자
보호제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측면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복지체제 유형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구성이 일관되게 관련되는가를
살펴본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공공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직접 일자
리 창출 등 6개 영역별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 GDP 대비 지출 비중을
비교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일반적인 복지체제의 유형
론에 따라서 각 유형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을 2～3개국 선정하고 기존의
실업자 보호제도 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공공부조 제도의 유무 및 실업부조 보호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자 보호제도를 유형화함으로써 복지체제의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선행연구의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표에 대해서 살펴본 후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여요건과 이직
사유요건, 구직활동요건, 급여와 관련된 급여수준과 급여지급기간의 다섯
개 지표별로 구성된 사례대상국가의 관대성을 이용하여 실업자 보호제도
를 유형화한다. 제5절에서는 나라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수준
과 지출구성을 살펴본 후 군집분석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을 유형
화한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2. 복지국가 유형론과 실업자 보호제도 유형론
복지체제를 유형화한 대표적인 연구인 Esping-Andersen(1990) 이후
복지체제 및 사회경제체제 유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최근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복지체제 및 사회경제체제 유형이
지역을 따라서 구미 선진국가의 경우 앵글로색슨형(영국,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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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등), 대륙유럽형(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형(덴마
크, 스웨덴, 핀란드 등), 남유럽형(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나뉘
고,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동유럽형(동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 동아시아
형(일본, 한국 등), 오세아니아형(호주, 뉴질랜드) 등이 추가될 수 있다.4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관련한 연구 가운데 가장 복지체제 유형
론과 근접한 것은 Gallie and Paugam(2000)이다. 이 연구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수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을 이용해서 유럽국가들의 실업
복지제제(unemployment welfare regime)를 구분하였다(표 4-1 참조).
위의 네 유형과 그에 속하는 나라들은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복지체
제 유형 구분과 차이가 없어서 남유럽형(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
투갈), 자유주의형(영국, 아일랜드), 고용중심형(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보편주의형(덴마크, 스웨덴)에 해당된다(표 4-1 참조).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반적인 보호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의 구성과 각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Picot(2007)과
Immervoll(2010)을 들 수 있다.
Picot(2007)의 연구는 보호수준이 아니라 실업급여, 실업부조, 공공부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호제도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제도와 다른 제도
사이의 보호수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급여체제(unemployment
benefits system)를 넷으로 유형화하였다(표 4-2 참조). Picot(2007)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가가 아니라 주요 제도
<표 4-1> Gallie and Paugam(2000)의 실업복지체제
유형

보호범위

급여수준과 기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미약한 보호형

매우 불완전

매우 약함

거의 없음

자유주의/최소보호형

불완전

약함

약함

고용중심형

가변적

불평등

포괄적

보편주의형

포괄적

높음

매우 포괄적

자료 : Gallie and Paugam(2000), p.5.
48) 복지체제와 사회경제체제의 유형화에 대해서는 황덕순(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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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Picot의 실업급여체제 유형
유형

예측곤란형

제도구성
SA-UI-SA

캐나다, 체코, 덴마크, 헝가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UA/SA-UI-UA/SA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UA-UI-UA

핀란드

UA-UA-UA

호주, 뉴질랜드

정액급여형 UA-UI(정액)-UA

보호수준
격차형
지위유지형

나라

영국, 아일랜드

SA-UI(정액)-SA

아이슬란드, 폴란드

(UA)-UI-(UA)

그리스

(SA)-UI-(SA)

미국

― -UI- ―

이탈리아

SA-UI-UA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SA-UI-UI

벨기에

주 : 제도구성은 [주요 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대상 급여 - 주요 급여 - 주요 급여
소진자 대상 급여] 순. UI는 실업보험, UA는 실업부조, SA는 공공부조.
자료 : Picot(2007), p.8.

와 다른 제도의 보호수준의 차이, 즉 실업자들이 어떤 제도에 의해 보호
를 받는가에 따라 보호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체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표
4-2>의 아래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기존의 복지체제 유형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데 더 편리하다. 우선 지위유지형은 대륙유럽형으로서 EspingAndersen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호수준 격차형
에는 실업급여 이외에는 다른 보호제도가 매우 취약한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속한다. 정액급여형에는 실업부조만
있는 오세아니아형과 실업급여가 있더라도 급여수준이 정액으로 실업부
조, 혹은 공공부조와 차이가 없는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등
이 해당된다. Esping-Andersen의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에 해당되는 나라
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의 예측곤란형은 제도의 구성만으
로는 실업자 내의 보호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나라들로 구성된
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형 국가들과 실업부조를 갖고 있는 남유럽형
의 일부 나라들, 자유주의형에 속하는 캐나다, 동아시아형의 나라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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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등 다양한 나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Picot(2007)의 연구는 실업 이전의 조건 혹은 기여에 따라 실업자 내부의
보호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Esping-Andersen
의 문제의식을 실업자 보호와 관련된 영역에서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도 많은 부분 기존의 복지체제 유형과 겹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Immervoll(2010)은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을 위한
제도가 미취업빈곤층 보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실업자 보호제도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나라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실업부조를 갖고 있으므로 그의 연구 결과를 손
쉽게 확장할 수 있다. <표 4-3>에는 보편적 급여와 범주형 급여가 모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연구와 관련된 것은 보편적 급여이다.
<표 4-3>에서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에는 실업부조와 공공부조가
있고, 주요 안전망인지의 여부는 이 최저소득보장제도가 실업자를 보호
하는 가장 중요한 현금급여제도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소
득보장제도인 실업부조 혹은 공공부조가 주요 안전망인 경우는 실업급여
가 없는 호주와 뉴질랜드만이 해당된다. 실업부조 혹은 공공부조가 2․3
차 안전망인 경우는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있고, 2·3차 안전망으로 어
떤 제도가 있는지를 분류해 놓았다.
<표 4-3> Immervoll(2010)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빈곤층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제도의 역할
주요 안전망

2․3차 안전망
실업부조 : 독일,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공공부조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
보편적 실업부조: 뉴질랜드, 호주
코,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
급여
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일본, 한
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
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호주(youth allowance,
영국(income support),
범주형 parenting benefit),
미국(TANF)
급여 뉴질랜드(domestic
노르웨이(transitional benefit)
purpose benefit)
주 : 2009년 중반 기준. 프랑스의 한부모급여는 2009년에 사회부조로 통합되어 표에
서 제외.
자료 : Immervoll(201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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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3>의 결과를 정리하면,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방식은 단
일실업부조형(호주, 뉴질랜드), 실업급여—실업부조형(독일, 영국), 실업
급여—실업부조—사회부조형(아일랜드, 핀란드), 실업급여—공공부조형(위
의 나라 이외의 <표 4-3>의 비교대상국가들)으로 나눌 수 있다.49) 주목
되는 것은 Immervoll(2010)의 분류를 따르면 복지체제와 실업자 보호제
도 구성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해진다는 점이다. 단일실업부조
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에는 여러 유형의 복지체제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
이다. 이는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방식에 차이가 있음
을 보여준다.
한편 Immervoll(2010)의 분류는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업부조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이외에 실업부조가 있는 여러 나라들
이 실업급여—공공부조형으로 모두 묶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소득보장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부조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충족자를
포함해서 무기한 지원되는 경우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Immervoll(2010)과 같이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공공부조라는 각 제
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되, 실업부조의 성격이 제
도마다 다르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서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제도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
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포함한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3.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의 유형화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유형 가운데 동유럽형을 제외한 나
머지 여섯 개 유형별로 대표적인 2∼3개국을 사례대상국가로 삼는다. 앵
글로색슨형의 미국(US)과 영국(UK), 대륙유럽형의 독일(GR), 오스트리
49) <표 4-3>에서 Immervoll(2010)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공부조가 2․3차 안
전망의 기능을 한다고 분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두 나라에서 공공부조
는 실업자 보호제도에 포함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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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실업자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의 나라별 구성
실업급여

실업부조1)

공공부조

한국

○

-

○

일본

○

-

○

호주

-

○

-

뉴질랜드

-

○

-

영국

○

○

○

복지체제 유형
동아시아형
오세아니아형
앵글로색슨형
남유럽형

국가

2)

미국

○

-

○

스페인

○

○

○

이탈리아

○

-

-

독일

○

○

-

프랑스

○

○

○

오스트리아

○

○

○

스웨덴

○

○

○

덴마크

○

-

○

핀란드

○

○

○

3)

대륙유럽형

북유럽형

주 : 1) 자산조사에 기반해서 일반회계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며 실업자에게 현금급
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부조로 정의. 나라에 따라서는 영국과 같이 별도
의 제도가 아니라 사회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와 동일한 제도 틀 내에 통합되
어 있을 수 있음.
2)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Food Stamp 제도를 사회부조로 간주.
3) Harz 개혁을 거쳐서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자를 더 이상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업자 보호제도서 제외.
자료 : OECD(2007a)를 이용해서 정리. 표 주는 필자의 것임.

아(AT), 프랑스(FR), 북유럽형의 스웨덴(SW), 덴마크(DK), 핀란드(FN),
남유럽형의 스페인(SP)과 이탈리아(IT), 동아시아형의 한국(KR)과 일본
(JP), 오세아니아형의 호주(AS)와 뉴질랜드(NZ)를 합하면 모두 14개국이
다.50) 이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실업부조, 사회부조의 유무만을 먼저
살펴본 것이 <표 4-4>이다.
<표 4-4>와 같이 제도의 기본적인 구성만을 놓고 보면 실업부조만 있
는 오세아니아형과 실업급여-사회부조로 구성된 동아시아형을 제외하면
50) 영문 약칭은 군집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수형도(dendrogram)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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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실업부조의 대상과 지급기간, 급여수준
복지체제
유형
오세아니아형

국가

대상

호주

실업자

뉴질랜드

실업자

지급기간

1)

급여기준

최고급여
2)
수준

무기한

정액

20%

무기한

정액

25%

앵글로색슨형 영국

UI 미충족자

무기한

정액

10%

남유럽형

UI 수급종료자 18개월

정액

22%

대륙유럽형

스페인

1)

독일

UI 미충족자

무기한

정액

10%

프랑스

UI 수급종료자

6개월(갱신
가능)

정액

17%

UI 92%

37%

14개월

정액

26%

무기한

정액

18%

오스트리아 UI 수급종료자 무기한
북유럽형

스웨덴
핀란드

1)

UI 미충족자

1)

UI 미충족자

주 : 1) UI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들은 UI 수급종료자도 대상으로 포
함. 스웨덴은 기여요건은 미충족했더라도 고용기간요건은 충족해야 함.
2) 최고급여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비율(%).
자료 : OECD(2007a)를 이용해서 정리. 독일은 제도변화를 고려해서 수정. 표 주는
필자의 것임.

같은 복지체제 내부에 서로 다른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부적인 제도의 설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제도의 기본골격만을 놓고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실업부조의 경우 제도의 수급자격과 지급기간, 급여수
준에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요건이나 급여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서 실업부조의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한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
의 유형 분류 및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비교하여 복지체제 유형 분류와 실
업자 보호제도의 유형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절
에서는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과 실업부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를
먼저 살펴본다.
OECD(2007a)에 따르면 2005년에 OECD 국가 가운데 12개국에서 실업
부조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 연구에 사례로 포함한 14개국 가운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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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 외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3개국도
실업부조를 갖고 있다. OECD(2007a)에서 실업급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나라 이외에 동유럽국가인 헝가리도 2006년도에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나라들 가운데 실업부조가 있는 9개국을
대상으로 실업부조제도의 대상자 및 지급기간, 급여수준을 정리한 것이
<표 4-5>이다.
실업급여가 없는 오세아니아형 국가들을 제외하면 실업부조의 대상자
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륙유럽형과
남유럽형에 속하는 스페인이 해당된다. 프랑스는 수급종료자 가운데 60
개월 이상 고용기간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가운데 더 좁은
편에 속한다. 둘째는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
격요건 미충족자까지 포괄하는 경우이다. 북유럽형인 핀란드와 앵글로색
슨형인 영국, 대륙유럽형의 독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럽형에 속하는 스
웨덴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고용기간요건 충족자로 미가입자 혹은
기여기간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핀란드나 영국보다 범위가
더 좁다.
실업부조 지급기간은 많은 나라에서 무기한이지만, 일부 나라들은 일
정 기간 동안만 지급한다. 무기한으로 지급하는 나라는 오세아니아형인
호주와 뉴질랜드, 대륙유럽형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독일, 앵글로색슨형인
영국, 북유럽형 가운데 핀란드이다. 기한으로 지급하는 나라 가운데 오세
아니아형과 대륙유럽형인 독일, 앵글로색슨형의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
라들에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사회부조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
우 사회부조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나라
는 대륙유럽형 가운데 프랑스(6개월, 갱신 가능), 남유럽형인 스페인(18개
월), 북유럽형인 스웨덴(14개월)이 있다.
급여수준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정액급여를 지급한다. 실업부
조의 최대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10%인 영국, 독일이 가장 낮고, 실업급
여의 92%를 지급하는 오스트리아가 37%로 가장 높다. 대부분의 나라에
서 아동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보충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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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실업부조의 특징을 고려해서 실업부조와 공공부조 중
어떤 제도가 실업자 보호제도로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근로능력자
가 사회부조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유형을 세분한 것이
<표 4-6>이다. 실업부조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포
괄적으로 제공되고 지급기간이 무기한인 경우 공공부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2층으로 구
성되는 나라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근로능력자는 공공부조의 수
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들이다.
<표 4-6>에 의하면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방식 및 각 제도의 상대적
역할을 고려할 때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유형은 오세아니아
를 제외하면 복지체제 유형에 따른 구분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구분은 복지체제 유형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표 4-1>이
나 일부 상관관계를 보이는 <표 4-2> 등 다른 기준에 의한 실업자 보호
제도의 유형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
호제도 유형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이라는 또 다른
척도를 이용해서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최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표 4-6>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상대적 역할에 따른 유형화
실업급여 실업부조 공공부조
1층형

2층형

나라

UI

○

-

-

이탈리아

UA

-

◎

-

호주, 뉴질랜드

UI-UA

○

◎

-

독일, 영국

UI-SA

○

-

◎

덴마크, 일본, 한국, 미국

UI-UA-SA

○

◎

○

핀란드

UI-UA-SA

○

○

◎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오
스트리아

2)

3층형

주 : 1) 이탈리아는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모두 갖고 있지 않음.
2) 실업부조와 공공부조 중 더 중요한 안전망을 굵은 글씨와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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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제도 설계의 관대성 평가와 유형화
가. 비교대상과 관대성의 기준
이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의 관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자를 보호하는
현금급여제도의 관대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금급여제도 전반을 포괄하
는 관대성은 나라마다 제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실업부조,
공공부조 모두를 포괄해야 하지만 오세아니아형을 제외하면 현금보호 제
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경우
실업자 보호가 우선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최저한도의 생활
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업자를
보호하는 간접적인 제도이다. 한편 실업부조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자나 실업급여 소진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기술적인 측면
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부조와 공공부조의 기능이 나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비교하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실업급여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지급기간
는 고려할 때만 실업부조를 보조적인 지표로 포함시킬 것이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비교할 때도 지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OECD(1994, 2011)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하였고,
Picot(2007)의 경우 주요 급여와 보조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관
대성을 평가하여 실업급여체제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한편 Sjöberg(2010)
는 소득대체율, 지급기간, 1인당 실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각 지표를 표준
화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관대성 지표를 구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평가한 김동헌(2010)은 Vroman and Bruse–
ntsev(2005)를 따라서 실업급여수급률(수급자수/실업자수)과 소득대체율
을 곱한 값을 관대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택한 연구에 따르면 한
국의 실업급여 관대성은 매우 낮다. OECD(2011)의 2년간의 평균순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한 관대성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관대성이 낮은 나라이다. 또한 김동헌(2010)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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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1990년대 수준보다 낮다.
이 연구는 제도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수준, 급
여지급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관대성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객관화해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각 요소별로 서열을 정하여 서열점수를 부여하고, 모든 평가요소의 서
열점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관대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의
적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객관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여러 요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만 실업급여가 없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12개 나라에 서열을
부여하고, 1～12의 서열이 아니라 가능한 한 2개 나라씩 6개 등급으로 부
여하여 작은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수급자격기준은 기
여요건(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 이직사유요건, 구직활동요건의 세 가지
로 나누어서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평가 요소는 급여지급기간과 급
여수준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이다.
비교에 사용한 가장 기초자료는 OECD에서 각 나라의 급여를 비교하
기 위해 구성하는 Benefits and Wages 자료의 기초자료가 되는 나라별
보고서이다. 이 자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로
는 급여수준과 이직사유에 따른 제재수준, 구직활동요건을 비교하기 어
렵다. 따라서 급여수준은 OECD(2007a)의 소득대체율, 이직사유에 따른
제재수준은 Hasselpflug(2005), 구직활동요건은 OECD(2007b)를 이용하
였다.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관대성을 평가한 최종적인 점수를 이용한
비교와 유형화에 초점을 맞춘다.51)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및 급여의 관대성 수준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요소의 각 등급과 등급의 합산값, 종합적인
51) 항목별로 구채적인 제도 설계 내용과 평가방법은 황덕순(2009)을 참고. 황덕순
(2009)은 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07〜09년 사이에 제도가 바뀐 일부
나라들의 정보는 OECD의 2009년 나라별 보고서를 참고. 한편 일차적인 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정보 이외의 등급 평가 및 유형별 비교 평가는 자료 업데이트 결
과 및 논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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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은 <표 4-7>에 정리되어 있다. 관대성의 종합적인 서열은 지급기간
의 등급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한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여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종합서열 1과 종합서열 2 사이에 차이가 있으
나 영국을 제외하면 그 차이는 순위가 하나 올라가거나 내려간 것에 불과
하다. 이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한
요소에서 등급의 변화가 아주 큰 경우를 제외하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
다. 다만 영국의 경우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지급기간이 무기한인 실업부
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만을 고려할 때보다 종합서열 2의 서열
이 여러 단계 높아졌다.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북유럽형이 가장 관대성 서열이 높은 국가를 모
두 차지하고 있고, 앵글로색슨형과 동아시아형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
한다. 대륙유럽형은 복지체제 유형으로 보면 북유럽 다음으로 관대성 서
열이 높은 유형이다. 남유럽형에는 관대성 서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
와 낮은 나라가 공존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
급여의 전반적인 관대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표 4-7>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의 관대성 종합 평가
자발 구직
기여
지급 지급 급여
종합
종합
합계 1
합계 2
이직 활동
요건
기간1 기간2 수준
서열 1
서열 2
제재 요건
동아시아 한국
1
6
6
6
6
6
25
12
25
12
일본
3
4
5
5
5
4
21
7
21
9
형
앵글로 영국
2
4
6
6
2
6
24
11
20
8
3
6
4
6
6
4
23
9
23
10
색슨형 미국
스페인
4
6
1
3
4
2
16
5
17
5
남유럽형
이탈리아
6
6
1
4
5
5
22
9
23
10
독일
6
2
4
2
2
3
17
6
17
5
대륙유럽
프랑스
1
3
2
2
3
3
11
2
12
3
형
오스트리아 6
1
5
4
2
5
21
7
19
7
스웨덴
2
2
2
3
4
1
10
1
11
1
북유럽형 덴마크
5
1
3
1
1
1
11
2
11
1
핀란드
4
3
3
1
1
2
13
4
13
4
체제
유형

국가

주 : 관대성은 등급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점수가 낮을수록 관대성이 높은 것임. 각
항목 및 합계, 종합서열별로 상위 2개(2위가 2개인 경우인 경우 3개) 나라를 진
하게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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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실업자 보호제도의 세부적인 구성방식보다 실업급여의 전반
적인 관대성, 즉 보호의 수준과 전통적인 복지체제 유형의 일반적인 보호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표의 유형별 비교
종합적인 관대성 서열이 유사하더라도 실업급여제도의 세부 설계 측면
에서는 차이가 클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같은 복지체
제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의 평가요소별 점수분포를 비교하였다. 같은 복
지체제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다섯 개 요소별 등급분포를 그래프로 그려서 살
펴본 것이 아래의 [그림 4-1]～[그림 4-5]이다. 그림들에서 5각형의 각 꼭
지점이 밖으로 퍼질수록 각 항목의 관대성 등급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
동아시아형을 제외한 각 복지체제 유형별로 두 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
는데, 실업급여만을 고려해서 관대성을 평가한 그림과 실업부조까지 고
려해서 관대성을 평가한 그림이 서로 다른 나라가 이 유형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 동아시아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기여요건
1
3
급여수준

5

자발이직제재

7

지급기간1

구직활동요건
한국

일본

제4장 실업자 보호제도의 다양한 유형화와 복지체제의 상관성 101

한국과 일본을 사례국가로 다룬 동아시아형은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은 관대성 서열이 12위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일본도 7위
혹은 9위로 낮은 나라에 속한다. 각 요소별 관대성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사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여요건은 다른 나라들
에 비해 관대한 반면 다른 항목은 관대성이 모두 낮은 편이다. 다만 한국
에 비해 일본이 기여요건을 제외한 관대성이 높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 4-2]에는 앵글로색슨형에 속하는 미국과 영국이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종합적인 관대성 서열은 영국과 미국 모두 낮은 편에 속하
지만 제도 설계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
[그림 4-2] 앵글로색슨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기여요건
1
3
5

급여수준

자발이직제재

7

지급기간1

구직활동요건
영국

미국

기여요건
1
3
급여수준

5

자발이직제재

7

지급기간2

구직활동요건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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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요건은 유사한 편에 속하지만 다른 요소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영
국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제재의 관대성이 미국보다 높은 반면 구직활
동요건과 급여수준은 미국의 관대성이 높다. 한편 영국은 실업급여의 지
급기간이 짧은 반면 실업부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기간 1과 급여기
간 2를 이용한 관대성 평가에 큰 차이가 있고, 그 결과 어느 기준을 택하
는가에 따라 종합서열뿐만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을 관대성에 기초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유형이라는 관
점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에는 남유럽형에 속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교한 결과
가 소개되어 있다. 두 나라의 종합적인 관대성 서열은 앞에서 살펴본 것
[그림 4-3] 남유럽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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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은 비슷하다.
구직활동요건이 매우 관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 모두 비슷하다. 다만 급여기간, 기여요건, 급여수준은 모
두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관대하다. 특히 급여수준의 관대성에서 큰 차
이를 보인다. 따라서 제도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체로 유사한 성
격을 갖지만 이탈리아에 비해 스페인이 전반적으로 관대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그림 4-3]에서 두 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연결한 그래프의 모양
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림 4-4] 대륙유럽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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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유럽형 국가들에는 종합적인 관대성 수준에서 북유럽 다음으로 높
은 국가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관대성 수준으로만 본다면 같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살펴보면 나라
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다른 요소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프랑스의 경
우 기여요건이 다른 두 나라보다 매우 높아서 가장 관대한 나라에 속한
다. 다른 요소들은 독일과 같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과 다른 측면에서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급여수준의 등급이 다른 두 나라
보다 낮다. 등급의 차이를 감안하면 독일과 같은 유형으로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같은 유형 내에서 본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상대
적으로 비슷하고 프랑스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 북유럽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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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형에는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관대성이 높은 세 나라가
모여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나라들이
섞여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대체로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나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종합적인 관대성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지만 기여요건
이 다른 나라보다 더 관대한 반면, 급여기간은 나른 나라보다 상당히 관
대성이 낮다. 이는 스웨덴의 경우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유사성을 보
인다. 따라서 종합적인 관대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유럽형은 명확히 다
른 유형과 구분되지만 세부적인 제도 설계까지 고려한다면 스웨덴은 다
른 북유럽형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서 실업급여의 관대성의 각 항목을 복지체제별로
비교해보면, 관대성의 전반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복지체제별로 내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대성이 유사한 집단인
앵글로색슨형, 북유럽형, 대륙유럽형의 경우에도 지표별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군집분석을 이용한 실업급여 관대성의 유형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같은 복지체제 유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실
업급여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매우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정한 변수들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비슷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가를 살펴
보는 방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개 변수에 따라서 12개 사례대상 국가들이 어떻게
묶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4-6]과 [그림 4-7]에는 다른 네 변수들에 지급기간 1과 지급기간 2
를 각각 추가한 5개의 변수를 이용한 두 가지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군집분석방법으로는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Ward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변수 숫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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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의 n차원 공간상에서 각 벡터 사이의 거리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대성의 전반적인 수준과 제도의 설계방식을 모두 고려해서 집단을 구
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오각형 그래프의
모양만을 보고 직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우선 실업급여만을 고려한 [그림 4-6]의 결과를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보면 보호수준이 낮은 동아시아형과 앵글로색슨형이 크게 묶이고 남유럽
과 북유럽을 포함한 대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동아시아형과 앵글로색슨형 나라들 내에서는 한국과 영국
이 하나로, 일본과 미국이 하나의 유형으로 묶인다. 이는 한국과 영국의
제도 설계 유형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비슷하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형인 영국을 제외한 유럽 나라들 사이에서는 남유럽형이 하
나로 묶이고, 대륙유럽형과 북유럽형이 하나로 묶인다. 그러나 대륙유럽
형과 북유럽형 내에서는 덴마크와 핀란드가 하나로 묶이지만, 다른 나라
들은 다른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과 같은 유형으로 묶인다. 프랑스와 스웨
덴이 하나로 묶이고 독일은 덴마크와 핀란드와 비슷하고, 더 분류수준을
높이면 다시 오스트리아와 합쳐진다.
[그림 4-6] 실업급여 관대성 지표의 군집분석 결과(실업급여만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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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크게 볼 때 앵글로색슨형과 동아시아형을 하
나로 묶은 집단, 남유럽형과 대륙유럽형 및 북유럽형을 나라로 묶은 집단
으로 나뉘고, 첫째와 셋째 내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끼리
하나의 유형으로 묶인다는 점에서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급여제도의 세부
적인 설계 유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실업부조와 실업부조까지 급여지급기간을 평가할 때 고려한
결과를 살펴보자(그림 4-7 참조). 가장 큰 변화는 대륙유럽형과 북유럽형
에서 실업부조가 무기한 지급되는 나라들인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덴마크가 크게 하나의 유형으로 묶이고, 나머지 모든 다른 나라들이 크게
하나로 묶인다는 점이다. 이는 실업부조가 무기한 지급되는 나라들의 관
대성 수준이 높아져서 이들과 전반적인 관대성이 높은 덴마크가 크게 하
나로 묶이기 때문이다. 무기한 지급되는 실업부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지표들의 관대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여
전히 동아시아형 및 앵글로색슨형 나라들과 하나로 묶인다.
[그림 4-7] 실업급여 관대성 지표의 군집분석 결과(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모두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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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큰 변화를 제외하면 세부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여러 나라
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는 순서에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
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급여만을 고려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지체제 유
형과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설계 유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
된다.

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유형화
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 비교
제5절에서는 복지체제 유형 및 나라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수준과 구성을 비교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다. 시기별로
노동시장 지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
해서 여기에서는 2007～09년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표 4-8>에는 비교대상 14개 나라의 항목별 적극적 노
동시장 지출의 GDP 대비 비중과 전체 비중이 정리되어 있다. 자료는 OECD
Emloyment Outlook 2011년을 이용하였다.
전반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을 보면 북유럽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륙유럽형, 남유럽형, 오세아니아형, 동아시아형, 앵글로색슨형
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인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과 복지체제 유형 사이에는 상당한 친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목별로 지출수준이 상위 3개에 속하는 나
라들을 살펴본 결과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친화성이
높다. 두 나라는 여섯 개 지출항목 가운데 3개 항목에서 같이 상위 3개국
에 속하는 속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지출수준이 14개국 가운데 13위로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지출하는 수준은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이는 제도화된 실업자 보호제도에 의존하기보다 단기일자리 창출을 통한
임시적인 보호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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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항목별 구성(GDP 대비 비중, 2007∼2009)
(단위 : %)
체제 유형

국가

한국
일본
앵글로
영국
미국
색슨형
스페인
남유럽형
이탈리아
독일
대륙유럽형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북유럽형 덴마크
핀란드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형
동아시아형

PES
0.02
0.09
0.26
0.04
0.14
0.09
0.31
0.23
0.17
0.34
0.37
0.16
0.17
0.11

직업 고용 장애인 직접 창업
훈련 보조금 재활 일자리 지원
0.06 0.05
0.01
0.09 0.00
0.04 0.12
0.00
0.06 0.00
0.02 0.01
0.01
0.01 0.00
0.05 0.01
0.03
0.01 0.00
0.17 0.29
0.03
0.09 0.10
0.17 0.15
0.00
0.01 0.02
0.29 0.08
0.03
0.07 0.07
0.31 0.10
0.07
0.17 0.03
0.42 0.06
0.04
0.04 0.01
0.10 0.41
0.20
0.00 0.01
0.29 0.15
0.61
0.00 0.00
0.39 0.14
0.09
0.08 0.02
0.02 0.01
0.06
0.04 0.01
0.16 0.01
0.05
0.01 0.01

전체
0.23
0.31
0.31
0.14
0.82
0.45
0.85
0.92
0.73
1.07
1.42
0.87
0.31
0.35

지출
순위
13
10
10
14
6
8
5
3
7
2
1
4
10
9

주 : 항목별로 상위 3개 나라(3위가 2개인 경우 4개)를 진하게 표시.
자료 : OECD(2011).

나. 복지체제 유형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구성 비교52)
전반적인 지출수준과 달리 세부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
성은 같은 유형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체제 유형별
로 항목별 지출수준을 그래프로 만들어 비교하였다(그림 4-8∼그림 413 참조).
우선 한국과 일본은 자유주의형인 영국 및 미국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
장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동아시아형과 자유주의형 사
이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세부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동아시아형에 속하고 고용보험제도를 갖고
있다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크다(그림 48 참조).
52) 이 부분은 황덕순(2011)에서 이 연구의 틀에 맞추어 나라를 일부 바꾸거나 추가
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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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달체계라고 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 운영과 고용보조금의 지
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수준은
비교적 낮다. 한편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매우 크고 직업훈련에 대
한 지출 비중이 높다. 반면 한국은 전달체계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하
다. 이 연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2007∼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을 받은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 황덕순(2010)에 비해 일본은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고,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이 비중이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난다.
앵글로색슨형인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도 동아시아형 내부와 유사한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은 공공고용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출이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반해 미국의 경우 직업훈련의 중
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두 나라 사이의 상대적인 지출수준의 차이
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
시장 지출 비중은 미국의 두 배를 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영국
과 미국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구성 측면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묶기
어렵다.
[그림 4-8] 동아시아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PES

창업지원

0.10
0.08
0.06
0.04
0.02
0.00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장애인재활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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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앵글로색슨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PES
0.25
0.20

창업지원

0.15

직업훈련

0.10
0.05
0.00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장애인재활

미국

영국

[그림 4-10] 오세아니아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PES

0.20
0.15

창업지원

직업훈련

0.10
0.05
0.00
`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장애인재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앵글로색슨형과 동아시아형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이 낮
은 유형이 오세아니아형이다. 오세아니아형은 Esping-Andersen(1990)에
따르면 영국, 미국과 같은 앵글로색슨형에 속하는 나라이다. [그림 4-10]
에서 오세아니아형의 두 나라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공공고용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출 비중이 매우 높고 뉴질랜드는 직업훈련의 비중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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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우 높다. 앞의 [그림 4-9]와 비교해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
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지출의 절대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뉴질랜드와 미국의 항목별 지출 구성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형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이에는 지출수준의 격차가 매
우 크다. 지출순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출수준 상위 7개 나라와 하위
7개 나라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출 구성으로 보면 스페인
은 고용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이탈리아는 직업훈
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고용보조
금과 직업훈련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대류유럽형에 속하는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공공고용서비스 운
영과 직업훈련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순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운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의 순서로 직업훈련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다르
다. 이 외에 프랑스의 경우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 직접 일자리 창출의 지출수준은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림 4-11] 남유럽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PES

창업지원

0.30
0.25
0.20
0.15
0.10
0.05
0.00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장애인재활

스페인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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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대륙유럽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PES

0.50
0.40
0.30

창업지원

직업훈련

0.20
0.10
0.00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장애인재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림 4-13] 북유럽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PES
0.80
0.60

창업지원

직업훈련

0.40
0.20
0.00

직접일자리

고용보조금

장애인재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북유럽형의 경우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지출수준이 전반적으
로 높은 나라들이 모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라별로는 덴마크의 경우
장애인 재활의 비중이 높고 직업훈련과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낮은
반면, 스웨덴은 고용보조금의 비중이 높고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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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핀란드는 직업훈련과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나
라들보다 높은 반면 다른 항목들의 지출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 다각형
그래프의 모양에서 핀란드는 오히려 대륙유럽형의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남유럽형, 대륙유럽형, 북유럽형에서는 같은 유형 내
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구조에 일정한 유사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동
아시아형과 자유주의형, 앵글로색슨형에서는 같은 유형 내부의 유사성을
특별히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에 대한 지출수준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공
공고용서비스 운영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미
국이나 남유럽형도 다른 항목에 비해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한국과 이들 나라들 사이에도 절대
적인 수준에서 격차가 매우 크다.
다. 군집분석을 이용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유형화
이 절에서는 앞 절과 마찬가지로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앞에서 살펴본
항목별 지출수준에 따라서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살펴본다. 분석
[그림 4-14]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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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앞의 여섯 가지 항목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을 사용하였다.
[그림 4-14]에는 Ward 방식에 의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큰 군집은 지출수준이 높은 상위 7개국과 하위 7개국으로
나뉜다. 그 결과 남유럽형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완전히 다른 유
형으로 묶이게 된다. 같은 유형에 속하는 나라끼리 먼저 모인 경우는 한
국과 일본,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와 스웨덴이다. 항목별 지출 구성을 비
교한 [그림 4-8]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유형
으로 먼저 묶인 이유는 지출수준이 유사한 앵글로색슨형과 오세아니아형
내에서 한국과 일본보다 더 가까운 나라들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
의 지출 구성 비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와 영국이 비슷한 유형으로 묶
이고 뉴질랜드와 미국이 비슷한 나라로 먼저 묶이기 때문에 지출 수준이
낮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유형으로 묶이는 것이다. 남유럽형에 속하지만
지출수준이 낮은 이탈리아는 직업훈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서 뉴질랜드 및 미국과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사례 대상 국가 가운데 지출수준이 높은 상위 7개의 유럽나라들로 이
루어진 큰 군집에는 서로 같은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로 이루어진 작은 군
집과 다른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로 이루어진 작은 군집이 섞여 있다. 대
륙유럽형에 속하는 오스트리아와 북유럽형에 속하는 핀란드가 하나로 묶
이고, 여기에 프랑스와 독일로 이루어진 군집이 합쳐진 후, 다시 남유럽
형인 스페인까지 크게 하나로 묶인다. 핀란드를 제외하면 Esping-Andersen
(1990)에서 모두 대륙유럽의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
들은 다시 북유럽형에 속하는 스웨덴 및 덴마크와 합쳐져서 크게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전반적으로 보면 <표 4-8>에서 본 지출수준에 비해서 복지체제 유형
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유형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업급여의 관대성 측면에서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을 살펴본 것
과 비슷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지출수준으로 측정한 보호수준은 복지체
제 유형과 상관관계가 높지만, 세부적인 지출 구성은 반드시 유형별로 일
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체제 유형을 복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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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구체적
인 차이를 고려해서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맺음말 :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실업
급여제도의 관대성,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
업자 보호제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사례대상 국가들은 전형적인 복
지체제 유형별로 동아시아형의 한국과 일본, 오세아니아형의 호주와 뉴
질랜드, 앵글로색슨형의 미국과 영국, 남유럽형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대
륙유럽형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형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의 14개국이다.
우선 실업자 보호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하위제도들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급여, 실업부조, 사회부조라는 3층의 안전망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실업부조 하나만으로
구성된 오세아니아형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하나만 있는 유형, 실업급여
—실업부조 이층형, 실업급여—공공부조 이층형, 실업급여—실업부조—
공공부조 3층형(3층형은 실업부조 중심형과 공공부조 중심형으로 나뉜
다)의 각 유형과 복지체제 유형 사이에는 일 대 일 대응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관대성을 기준으로 복지체제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비
교해 보면 북유럽형이 일관되고 가장 관대성이 높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유럽형이 그 다음으로 관대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형
은 가장 관대성이 낮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앵글로색슨형과 남유럽형은
관대성이 내부에서 서로 다른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인 관대성은
대륙유럽형과 동아시아형의 중간수준이다. 따라서 실업자 보호제도의 제
도 구성에 비해서 복지체제 유형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렇지만 관대성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실업급여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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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복지체제 유형을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의
차이가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급여제도의 설계방식
이 일관된 대응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수준과 세부적인 항목별 지출
구성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지출수준과 복지체제 유형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높지만 항목별로 세부적인 지출의 구성은 복지체제 유형과 대응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화 방식을 모두 종합해보면 실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수준, 즉 실업급여의 종합적인 관대성이나 전체 적극적 노
동시장 지출 수준은 일반적인 유형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전반적인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이나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식,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항목별 구성에서는 같은 복지체
제 유형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각도
에서 평가해 보면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나 적극적 노동시장 지
출의 구성, 혹은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방식이 다르더라도 전반적인 보
호수준은 같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나라가 실업자에 대
해 적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델이 아니라 각나라
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가는 현실적
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구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시아형에 속한 한국은 일본과
제도적 친화성이 강하지만, 기여요건을 제외하면 관대성의 정도가 일본
보다 모두 낮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제도를 선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실업자 보호제도
의 구성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로 이루어지는 2층의 안전망을
갖고 있고, 공공부조도 수급자격요건이 엄격해서 소수의 실업자만이 보
호범위 내에 포괄되어 있다. 1층 안전망(실업급여)과 최종안전망(공공부
조) 사이의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
업부조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2층 안전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취약계층실업자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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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다섯 가지 지표로 측정한 실업급여의 관대성 측면에서는 기여요
건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가장 관대성이 낮은 6등급에 속한 것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각 요소별로 모두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세워서 꾸
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수급
자격 요건과 관련되는 자발적 이직자 제재의 경우 실직기간이 장기화된
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급여수준 측면에서 임금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한액을 현실
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급여지급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복잡한
소정급여일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정급여일수표를 단순화하고, 90일로 설정되어 있는 최단급
여일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경우 전반적인 지출수준도 매우 낮고,
항목별로는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비중이 너무 크다. 반면 공공고용서
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낮아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요건이 형식적으로
는 매우 엄격해서 관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취업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엄격성과 실질적인 지원의
부재가 결합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센
터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민간
위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 등 공공고용서비스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는 임시적인 소득보전의
성격이 강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구조조정해서 소득보전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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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가. 문제제기 : 저임금 노동은 왜 생길까?
한국의 저임금 노동 비중은 2010년 현재 26.3%로 OECD 최고 수준이
다. 또한 정규직의 저임금 노동 비중은 2001년 17.5%에서 2010년 18.3%
(0.8% 증가)로 큰 변화가 없지만 비정규직은 36.3%에서 42.3%로 6.0%
증가하였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사업장 종사
자의 저임금 비중이 높고, 저임금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
용률은 2.2%(2009년)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수혜율 역시 매우 낮아 국민
연금 미가입자는 62.3%,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7.3%이다. 또한 생애취업
기간 내내 비정규-비경활-실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근로빈곤 집단
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 역시 높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이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Gautié and Schmitt(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압력에 직면할
경우 사회적 포섭성(social inclusiveness)이 높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사
용자의 규제 회피가 어려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자본 투자 등
의 상향(High-Road) 전략을 선호하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 비중이 낮다.
반면 사회적 포섭성이 낮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사용자의 규제 회피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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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노동비용 절감 등의 하향 전략 선호 현상이 정착되며 저임금 노동 비
중도 높다.
이때 관련 제도는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①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복리후생을 균등하게 하여 저임금이나 비정규노동
활용을 낮추며, 강력한 노조운동(조직률 등) 역시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② 법정 최저임금이나 노사협약에 따른 최저임금이 존재하고 최저임금의
임금대체율이 높을 경우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떨어지고 상향 전략의
가능성을 높인다. ③ 직업훈련 효과도 크다. 특히 직업훈련이 승진제도와
연계되어 노동조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경우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떨
어진다. ④ 사회임금(social wage)의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보장(health care), 연금(pension arrangements), 장기간 실
업급여,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상대적 안정성
을 부여한다. ⑤ 고용보호제도(EPL)의 내용(예를 들어 EPL을 정규직만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다른 고용형태까지 적용하는가, 독일의 미니잡처
럼 단시간근로나 임시근로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는가 등)과 효
과에 따라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⑥ 규제완화 혹은 강
화 등으로의 산업규제의 변화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민영화, 금융 및 통
신사업에서의 규제완화 등이 저임금 및 비정규 일자리를 늘린다. 즉 공공
성을 강화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민영화 등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강조
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Gautié and Schmitt(2007)는 제도의 포섭성만이 아니라 그것의
실제적인 작동을 사용자의 규제 회피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
한다. 왜냐하면 포섭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다른 제도를
결합하여 사용주에게 일정한 규제 회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① 독일의 중소기업의 사례에서처럼 개방조항 등을 통해 전국적인
단체협약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것, ② 사내하도급 등 아웃소싱을 하
고 그를 통해 단체협약의 기준을 낮추는 것(여기에는 자국이 아닌 타국
파견업체 근로자(posted employee)의 활용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파견
노동자는 고용된 나라의 법률이 아니라 보호기준이 낮은 출신국의 법률
을 따른다), ③ 청년층 등 특정 집단에서의 예외적인 최저임금조항(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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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영국 그리고 덴마크의 소매업 부분), ④ 비정규근로 활용 촉진을 위
한 예외적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제도의 포섭성과 규제 회피의 허용 정도까지 결합하여 저임금 근로의
발생 정도를 비교한 이 연구가 한국의 저임금 노동 분석에 던지는 함의는
적지 않다. 첫째, 저임금 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전국과 산업 수준 제도
를 통해 동시에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을 개인적 특
성에만 한정하여 접근해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의 연계성이 커서 그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이병희 2010,
2011; 장지연 외 2011). 둘째, 강성(hard) 제도만이 아니라 전략이나 관행
등의 연성(soft) 제도로까지 범위를 넓혀 분석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행
위와 구조의 상호관계는 사회학 등 제반 학문 분야의 오랜 논쟁점이다.
최근에는 양자를 구분하기보다는 행위와 구조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
는 접근(관계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작동방식까지 포함하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접근방법과 유사한 점이 있고
전략과 관행을 제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시야를 넓
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Gautié and Schmitt(2007)의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한국의
저임금 발생 원인을 노동 관련 제도의 포섭성과 규제 회피 전략(및 관행)
의 상호관계에서 찾는다. 노동 관련 제도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병원산업으로 좁히는 한편, 거시적(전국 수준) 제도중범위(산업수준) 제도-미시적(기업 수준) 관행이나 전략을 연관시켜 살
펴본다. 또한 미시적, 즉 기업 수준에서의 관행이나 전략을 저임금 노동
발생 비중이 낮은 상향(High-Road) 전략과 저임금 노동 발생 비중이 높
은 하향(Low-Road) 전략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검토하고
특정 전략과 거시 혹은 중범위 수준 제도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그 결과를 6개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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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및 자료
이 글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Russel Sage Foundation에서 발간한 6
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5개 업종(병원의 간
호보조와 하우스키퍼, 호텔의 하우스키퍼, 소매업 오퍼레이터, 콜센터 오
퍼레이터, 음식업)의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분석 결과 중 병원산업에 대
한 연구 결과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한다.
병원산업을 비교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
선 한국의 저임금 노동의 상당수는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무의미한 사업
장에 취업하지만 병원산업의 대기업은 노조가 존재하여 노사관계의 효과
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병원산업만
은 지난 수년간 산별교섭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외국 노사관계와의 비교
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음으로 한국의 병원산업은 민간병원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의료서비
스의 질과 양이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규율되고 국제 경쟁으로부터도 상
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병원의 경영전략이 제조업
이나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또한 병원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직무나 직종, 노동과정 등에서의 유사성이 크고 직업훈련의 영향까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산업은 한국에서도 직무
혹은 직종별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양적 자료, 필자가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참여관찰을 한 질적 자료 등 기존의 연구결과가 풍부하며 여기에는
노동쟁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통계자료와 사례조사이다. Russel Sage Foundation의 연구
는 국가별로 가능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각 국가별 7〜10개 정도
의 대기업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하였다. 이때 면접은 병원별로 인사노
무관리 담당자 2인 내외, 노동자 대표(노동조합 혹은 유사 조직) 2인 내
외, 해당 직무 근로자 2, 3인 등 노사 총 5, 6인 정도(전체 35명에서 60명
사이)이다. 한국 병원산업에 대해서도 통계 및 문헌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5-1>에서와 같이 한국 병원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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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병원산업 공공부문 비중: 7개국 비교
(단위 : %)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한국

100

65

37

100

NA

23

10

자료 : Méhaut et al.,(2010: 322), 김종진(2011)에서 필자가 수정 인용.
<표 5-2> 면접대상자
사업장 규모(명)
사내
전체 원청
하청

WD
병원
(민간)

720

640

80

BS*
병원
(민간)

269

249

20

KJ
(공공)

2,000
220
1988
**
이상
이상

면접자 특성
직무

성별

간호조무1
청소용역1
청소용역2
조리배식용역1
조리배식용역2
간호사1
지부장
간호사1
간호사2
간호사3
간호사4
간호조무1
간호조무2
조리배식정규1
조리배식정규2
조리배식정규3
노조지부장1
청소용역1
청소용역2
청소용역1
간호사1
간호조무사1
간호조무사1
(파견)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근무장소

병동(내과)
병동(정형외과)
병동(내과)
조리실
조리실
병동(소아과)
노조 상근
병동
외래
병동(소아과)
병동(소아과)
외래
외래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노조상근
전체
전체
전체
병동(정형외과)
병동
병동(파견노조
여성
전임자)

학력

근속

고졸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고졸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대졸
고졸

13년
7년
6년
15년
2년
13년
14년
8년
7년
3년
8개월
16년
5년
7년
7년
3년
1.5년
5년
10년
21년
20년
7년

주 : 사업장 규모는 2008년 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 사내하도급 전수조사 결과.
* 2007년 보건의료노조 조사 사업장 규모.
** 2005년 보건의료노조 조사 사내하청 규모.
KJ병원 2005년 보건의료노조 발표 사내하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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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다. 하지만 3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
중이 상당히 커진다. 이때 300인 이상 대기업은 5개 특성별 병원(국립대,
사립대, 민간중소, 지방의료원, 적십자 및 보훈병원 등)로 나뉘는데 이 연
구에서는 300인 이상의 공공병원 1개와 민간병원 2개로 구분하여 해당
직종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면접은 각 병원당 노사 10명 내외이며 병원의 인사노무 및 외주화 관
련 담당자와의 면담이 어려워 노동자만을 면접하였다. 노조대표와 해당
근로자로서 총 23명이다. 간호보조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만이 아니라
간호사까지 함께 인터뷰했으며 하우스키퍼는 일반청소와 병동청소, 음식
물 조리 및 배식 등의 3개 직무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고 면접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이다.

2. 한국의 병원산업 노동시장 현황 : 국제비교
<표 5-3>은 저임금 노동과 임시직, 파트타임의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표 5-3> 저임금․임시직․파트타임 : 7개국 비교
(단위 : %)
저임금노동 OECD 평균 이상
한국

미국

평균 이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저임금노동(2009) 25.7

24.8

20.6

20.2

16.3 *

13.6

12.7 **

임시직+파트타임 29.9(35.4)

18.5(47.0)

30.7

36.4

55.6

28.1

28.7

6.1

14.7

18.5

8.6

15.1

24.6

21.7

37.1

19.5

13.6

임시직(2010)

19.2(24.7 †) 5.0(33.5) ***

파트타임(2010) 10.7

13.5

주 : * 네덜란드-2005년 통계, Salverda(2008a: 47).
** 프랑스-2002년 통계, Caroli, Gautié, Askenazy(2008: 35).
*** 미국-2005년 통계이며 미국 노동통계국(BLS) 통계와 괄호 안의 미국의
회회계감사원(GAO)의 통계가 상이함, 윤진호(2008: 34, 39).
†한국의 임시직 보고는 OECD 임시직 정의 중 파견 및 일일근로를 제외한
것, 이 고용형태를 넣으면 24.7%.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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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한국 저임금 노동 비중은 2009년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25.7%이며 1999년 23.4%에서 2.3% 늘었다. 같은 시기 OECD 저임금 노
동 평균이 16.8%에서 16.3%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의 저임금 노동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1999년 대비 추이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소폭 하락, 독일은 0.2%
증가했다. 반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는 저임금 근로 비중이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으며 소폭 하락(프랑스), 거의 변화 없음(네덜란드),
5.6% 증가(덴마크) 등이다.
대체적으로 저임금 노동 비중이 높을수록 임시직과 파트타임의 비율도
높지만 미국은 예외적이어서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 비
중은 높지만 임시직과 파트타임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미국이 임의
고용(employment-at-will)이라고 하여 “노동문제에 대한 규율을 노사 간
계약의 자유에 맡겨두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윤진호, 2008: 59). 즉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저임금
노동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발표에 따르면 임시직이 33.5%여서 미국 역시
저임금 노동 비중과 임시직 및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
다.53) 즉 계속 근로에 대한 주관적 응답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대한 객관
<표 5-4> 청년층 임시직/남여 파트타임 비교(2010)

임시직
파트
타임

15〜24세
25〜54세
남성
여성

저임금 노동 비중이 높은 국가 저임금 노동 비중이 낮은 국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28.2
13.7
57.2
48.3
21.6
55.2
15.7
4.6
9.8
13.2
6.6
11.0
7.2
8.8
11.6
7.9
17.2
13.6
5.7
15.5
18.4
39.4
37.9
60.6
25.9
22.3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53) GAO는 BLS의 임시직 조사가 계속 고용 기대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 응답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고용안전성,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사회보장 등 부가급여
혜택 등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배제한다고 비판한다.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
면 임시직의 비중은 거의 5배 정도 더 많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이
라는 것이다(윤진호, 2008: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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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정규상용형이 아닌 임시직 노동자일수록
저임금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 비중이 낮은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비중이 다
르며 특히 네덜란드는 임시직과 파트타임의 비중이 높아서 여기에 저임
금 노동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임시직의 상당수가 파견 노동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5-4>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년층의 임시직 비중이 높고 여기에서 저임금 노동이 많이 발
생하는데, 특히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그러하다. 이것은 이후에 살펴
보겠지만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나 최저임금 감액 적용 등
이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파트
타임 비중이 높으며 이 역시 저임금 노동과 연관이 있다.
OECD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도 저임금 및 임시직이 청년층
에서 많이 나타나며 과반수가 학생 아르바이트 형태이다(윤진호, 2008:
44). 결국 저임금 노동의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임시직이나 파
트타임, 청년이나 여성에서 저임금 노동 현상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병원산업으로 좁혀 청소 및 간호보조에서의 저임금 노동 비
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의 저임금 비중이 높은 국가군일수록 청소 및 간
호보조에서의 저임금 노동 비중도 높다. 유일한 예외는 독일이어서 전체
저임금 노동의 비중은 높지만 병원 청소나 간호보조 모두 저임금 비중이
낮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호보조에 비해 청소원의 저임금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두 직종 모두 저임금 노동 비중이 50%가 넘어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아웃소싱(사내하도급)54)과 파견 등 고용 외부화와 저임금 노동
간에는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사내하도급과
파견 현황을 병원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내하도급은 병원산업의
청소 관련 직종, 즉 일반청소 및 병실청소, 음식조리배식, 린넨, 세탁 등에
서 흔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표 5-6>은 2008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54) 국제비교연구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는 아웃소싱으로, 파견은 파견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구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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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7개국 병원산업의 저임금 노동 비중 : 2000년대 중반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청소

58.1

50.4

55.0

19.6

10.0

11.7

간호보조

52.3

38.2

21.0

8.8

none

2.2

프랑스
공공3.2; 민간
4.4
공공0.9; 민간
4.6

주 : 한국은 청소의 경우 보건의료업종 내 서비스기능운전노무직의 저임금 비중이
고 간호보조는 의료진료준전문가의 저임금 비중이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대
다수 간병인이나 청소용역의 일부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저임금 비중
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
자료 : Méhaut et al.(2010: 332), 김유선 외(2007)에서 재인용.
<표 5-6> 병원 규모별 사내하도급 활용 정도(한국, 2008)
전체
정규직 대비 사내하도급 노동자 비중(%) 14.0
사내하청업체 당 노동자 수(평균)
36.2

300〜500
500〜999
미만
9.8
16.0
21.1
34.7

1,000
이상
15.1
50.0

주 : 2008년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은 병원은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수치 부여.
자료 : 노동부 사내하도급 전수조사 결과(2008).

노동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병원 99개 중 81개 병원(전체의 82%)이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산업의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이 54.6%이고 조선 100%,
철강 92.6%, 자동차 86.4%의 순인 것을 고려하면 병원산업에서의 사내하
도급 활용은 제조업과 비슷하다. 게다가 응답 병원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에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병원에서의 활용
비중은 거의 100%일 가능성이다. 있다.
활용 병원 중 정규직 대비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평균 비중은 14.0%이
며 최대 149.5%55)에서 최소 0.9%까지 이다.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과 이
하가 차이가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역시 특징적이
55) 정규직에 비해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1.5배나 되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병원은
개신교 소유이며 기간제 및 파트타임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수의 직종이 비정규
직으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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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 사내하도급 비중이 가장 높은 병원 10개 중 4개가 공공병원이며 가
장 낮은 병원 10개 중 공공병원은 서울보훈병원 1개에 불과하다.
청소 관련 직종에서 사내하도급을 대부분 활용하는 반면 파견은 간호
보조 직무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데, 현행 파견법상 간호조무사는 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높다. 인력공급
업체로부터 간호보조원을 파견받은 강남성모병원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
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성모병원은 2004년부터 정규직
이 일하던 간호보조업무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도입하고, 2006년 10월 1
일에는 이들을 파견직으로 바꾸었다. 또한 2008년 파견근로계약기간 2년
이 도래하는 파견노동자를 9월 말 28명, 10월 말 1명 계약해지하고 동일
한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 소속 변경된 2006년 10월 작성한 근
로계약서에는 파견근무시 수행할 업무를 ‘간병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리
고 2007년 7월 개정 파견법 시행으로 파견허용업무가 종래의 간병인의
업무에서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로 확대되면서, 이후 작성된 근
로계약서상의 업무도 동일하게 바꾸었다. 또한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수
행한 업무는 관장(항문으로 투약하여 배변을 하게 하는 행위), 제모 업무
(수술 전에 감염방지를 위해 털을 제거하는 업무), 환자 이송시 부착된 산
소호흡기, 수액주사, 혈액투입주사 관리, 입원병동에서 환자에게 사용되
는 기구의 소독, 의사나 간호사가 지시하는 투약물을 간호사에게 공급하
고 투약물을 관리․정리하는 업무, 혈액 타오기, 의사나 간호사의 처방전
을 받아 약국에 가서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물인지 확인하여 가지고 오거
나 마약 등 중독성 투약물의 경우 남은 것을 반환하는 업무, 중환자실 환
자 체위변경, 보균환자 및 보균환자의 보관물 소독 업무, 환자의 소변 등
배출물을 수거하여 검사종류별로 분류하고 소변량 등을 확인하여 검사실
로 내려보내는 업무, 중환자실의 석션, 장기이식방, 인공호흡기를 소독하
는 업무, 각종 의료기 소독 등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진료보
조 및 간호보조를 하는 업무로서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간호조무사의 업
56) 이것은 민간보다 공공에서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이 20% 정도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병희, 2011)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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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J사 의료 거래처

자료 : http://www.zeniel.net/SVC/SVC020201.html.

무에 해당하는 것이다(윤애림, 2008: 63).
때문에 2008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강남성모병원
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업무가 파견법이 규정한 ‘절대금지업무’로 보이
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2011년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
청이 같은 해 1월 12일 보건의료노조가 화순전남대병원을 상대로「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
로 화순전남대병원장과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아울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접고용 해당 당사자 등에 대
해 시정 명령했다.
하지만 (주)제니엘은 여전히 활발하게 인력 공급을 하고 있으며 2011
년 현재 거래대상 병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총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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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J사의 병원 인력공급대상
세부분야

주요업무

병동보조

입원환자 대상 병동보조 업무
(환자이송, 병동정리, 물품정리 및 교환, 검사용기 세척 및 소독)

외래보조

외래환자 대상 접수 및 외래보조 업무
(내과. 외과 등 외래 진료과)

보조
진료 특수부서

환자 대상 간호보조 업무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등 특수부서)

물류/약재

조제실 및 창고 정리정돈, 재고파악 및 배송 업무
물품카트 정리 및 물류보조 업무

의무기록

차트 정리 및 필름 스캔, 접수 및 보관 업무

사무/비서

각 행정부서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총무, 인사,
감사팀 외)

전화예약실

전화예약 고객에 대한 접수 및 안내

교환실

관련 부서와의 전화연결 및 원내 방송의 업무

공급실

물품 세척 및 멸균, 물품 공급 및 교환, 물품 패키지 업무

행정 시설팀
기타 원무

원내 시설 전반(벽, 유리, 바닥, 천장 등)의 유지/보수 보조 업무
원무 예약 접수 및 수납, 내원객 종합안내 서비스 업무

주차/보안/경호 주차 및 정산, 보안 및 경호 업무
청소

원내 위생 관련 청소 업무

운행

공용차량, 구급차 및 셔틀버스 운행 업무

조리보조

원내 식당 및 주방 조리보조 업무

매점

원내 매점 운영 관리 및 판매 업무

자료 : http://www.zeniel.net/SVC/SVC020201.html.

또한 홈페이지에 병동보조, 외래보조, 특수부서, 물류약재, 의무기록 등
간호보조업무와 사무보조에서부터 청소 등의 행정 기타 업무를 인력 공
급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인력 공급 대상인 보조진료는 대
부분 절대금지업무인 간호조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다른 6개국은 어떨까? 통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여기서는
사례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표 5-8>은 6개국 연구대상 병원에서의 청
소 아웃소싱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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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6개국 병원산업 사례 분석 : 아웃소싱 현황
청소아웃소싱
병원 수

아웃소싱 제약 혹은 촉진
고용에서 아웃소싱의 함의
요인
청소원의 역할 확대가 아웃
덴마크 0(총 9개)
소싱의 가능성 제약. 섹터 간 없음
연대적이고 포섭적 단체협약
재가서비스로의 일자리 변화
를 노조가 합의한 사례. 병원 임금보장, 그러나 부가급여 손
프랑스 1(총 8개)
관리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실. 하도급업체에서의 신규채
수단으로 아웃소싱을 합리화 용시 저임금이 가능한 twotier 가능성
한 사례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다른
네덜 1(총 6개)
외부유연성 선호 경영
단체협약. 생산성, 전문성 노동
란드
조건에서의 차이는 적은 편
민간청소분야의 단체협약에서 임금보장 불분명. 민간청소의
저임금 만들기 위한 아웃소싱. 임금은 공공분야의 40%보다
독일 7(총 8개)
퇴락한 지역의 병원에서 아웃 적음. 아웃소싱이 보다 나은
소싱 경향 높음. 업무의 범위를 일자리(예를 들어 간호보조)
좁히는 분업이 아웃소싱 촉진 로의 이동 제약
보조적 서비스에서 외부입찰
의 상대적 비용을 고려한 합 임금보장, 그러나 덜 관대한
법적 요구. 아웃소싱을 통해 공적연금. 2005년까지 신규채
영국 5(총 7개)
민간자원을 합법적으로 끌어 용시 도급업체에서의 two-tier
들이려는 요구. 아웃소싱을 가 허용. 아웃소싱이 보다 나은
로막아서 질적 표준을 개선하 일자리로의 이동에 장애
려는 공공적 압력
대부분의 조리 병원이 근로자의 질에 대한 연차휴가 축소, 건강보험에서
통제보유를 목적. 외부기업으 copayment 확대, 매니저의 경
미국 업과
housekeeping 로부터 특수한 전문분야를 활 우는 경력전망이 좋아지지만
아웃소싱
용하려는 목적
병원 노동자에게는 차이 없음
자료 : Méhaut et al.(2010): 340〜341.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는 연구대상 병원에 아웃소싱이 없거나 매우
적다. 반면 독일과 영국의 병원에서는 하우스키퍼 업무 중 일반청소에서
아웃소싱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은 청소업무만이 아니라 하우스키퍼 업
무의 대부분이 아웃소싱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미국에서 아웃소싱은 연구대상 병원만이 아닌 병원 일반에서 매우 지
배적인 현상이다. 병원과 건강 네트워크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 음식
서비스의 25%, 청소 등 하우스키핑 업무의 15%가 아웃소싱되었다(Eileen
et al., 2003: 89). 이것은 영국도 비슷하며(Grimshaw and Carrol, 2008: 182),
독일 역시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만 청소업종의 아웃소싱은 매우 광범위
하다(Karen, 2008: 182〜186). 또한 네덜란드는 최근 임시파견(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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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과 독립도급이나 프리랜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웃소싱 역
시 그러하지만 병원에서는 주로 파트타임 근로 등을 활용하며 임시파견
은 제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과 같은 아웃소싱 현상이 상
대적으로 적다(Marc, 2008: 230). 프랑스에서는 “미국과 달리 간호보조와
하우스키핑직은 좀더 훈련을 받고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이며(퍼머넌트
근로가 핵심을 형성), 저임금 근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병
원섹터는 저임금 근로가 가장 낮다”(Caroli, Gautié & Askenazy, 2008:
128). 물론 음식조리 및 급식과 하우스키핑 직무에서의 하도급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병원은 독일이나 영국과 비교할 때 아웃소싱을 쉽
게 결정하지 않는다(Caroli, Gautié & Askenazy, 2008: 146). 덴마크는 아
웃소싱보다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청소 등 하우스키퍼의 하도급을 꺼리며 직무이동이나 임시직 고용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한다(Westergaard-Nielsen, 2008: 96; Eskildsen and Nielsen,
2008: 243). 결국 저임금 노동 비중이 높은 국가군은 청소에서의 아웃소싱
도 활발하지만 저임금 노동 비중이 낮은 국가군은 아웃소싱 역시 상대적
으로 적거나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 등의 하우스키핑 업무에서의 저임금과 아웃소싱은 간호직
중 간호보조원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두 직무
에 대해 구분이 어렵고 상호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두 가지 반대되는
경향, 즉 간호보조원을 직접고용하기보다는 청소원에게 업무를 이전하여
아웃소싱하는 한편 간호보조원까지 파견으로 바꾸는 국가나 기업과 그렇
지 않은 국가군이 생기기 때문이다.
<표 5-9>에서와 같이 청소 업무의 하도급 비중이 높은 미국은 간호보
조에서도 파견과 하도급을 동시에 활용한다. 이때 간호보조는 한국의 간
병인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청소와 간호보조 모두에서
하도급과 파견을 활용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간호보조 업무에서의 외부 파견 노동자의 활용은 내부적으
로 관리되는 임시노동자나 호출 노동자의 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다”(Méhaut et al., 2010: 345). 특히 청소 업무에서 아웃소싱 경
향이 강한 독일과 영국에서조차도 간호보조원까지 반드시 외부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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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6개국 병원산업의 외부 파견 노동력의 활용 : 사례분석 결과
내부임시57)/외부 파견 노동력
활용
청소
간호보조
덴마크

내부 임시

내부 임시

쟁점
외부 파견 임시노동력은 불법적으로만 활
용. 추가근로가 필요할 때에만 활용
민간병원은 자격 있는 간호직무와 기술직
무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간호보조의
경우는 외부 파견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병원산업에서 외부 임시근로의 정규고용
은 불허(특별한 전문직에만 활용 가능)

공공은 내부 임
시/민간은 외부 내부 임시
파견 활용
제한적 내부 임
네덜란드
내부 임시
시 활용
내부 임시(1개
파견 없음(아웃
병원만 외부
독일
소싱 활용)
파견 활용)
파견 없음(아웃 내부 임시 혹 두 유형 : NHS에 의한 파견, 지역병원에
영국
소싱 활용)
은 파견
서의 임시노동력 활용
사용 이유 : 더딘 채용과정 회피, 즉 빠른
외부 파견(및 아
스크리닝과 해고, 채용상의 어려움 해결.
미국
외부 파견
웃소싱 활용)
그 결과 급여차이에 따른 문제 발생
프랑스

자료 : Méhaut et al.(2010): 346.

은 아니며 간호보조원 업무의 일부를 청소원으로 이전시키지만 간호보조
원과 간호사 업무는 수직적으로 통합하기도 한다(Jaehrling, 2008: 194).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950년대에 간호사의 업무 일부를 간호보조원
(수석병실 보조원senior ward assistant)에게 넘겼다. 문제는 간호보조원
의 상당수가 병실 청소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청소원과 업무가 겹친
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은 청소 등의 하우스키핑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음식물 배분은 간호보조원과 훈련생
의 업무이며, 일부 병원에서 그들은 환자가 퇴원하며 다음 환자를 위해
침상을 준비하고 테이블 옆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다. 토한 것을 치우는
것과 같은 업무는 청소원 등의 하우스키퍼가 병실에 존재하지 않을 때 간
호보조원이 하는 것이다”(Jaehrling, 2008: 200).
더군다나 청소원을 아웃소싱 하면 휴일이나 밤의 하우스키핑 업무를
57) 해당 연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임시노동자나 호출노동자는 internal agency
혹은 internal pool이라고 부르며 외부 파견(external temporary agency)과 구
분하며 후자를 외부유연화(external flexibility)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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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원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보조원
업무의 일부를 청소원에게 넘기고 간호보조원의 수를 줄이긴 했지만 간
호보조원 자체를 외부화하기보다는 간호사 업무로 통합시키는 경향이 강
하다. 그래서 독일의 간호사 비중이 간호보조원보다 높다.
반면 영국은 간호보조에서 외부 파견 노동력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변
화를 겪고 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병원은 간호보조 업무의 파견
사용 비중이 꽤 높았고 2004년 이전까지 영국 병원은 내부 인력은행이나
외부 파견 노동력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파견 노동 사용에 따른 높은 비
용과 통제의 어려움, 서비스 질 저하에 직면하면서 2004년 영국 보건부
(the Department of Health)는 NHS 산하에 간호보조원을 파견하는 NHS
Professional(NHSP)을 만들었다. NHS가 간호보조원을 직접 고용하여
NHS 산하 병원에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 파견이
나 인력은행에 의존하던 파견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6년 현재
NHSP는 간호사 파견의 20〜25%를 점유하고 있다(Grimshaw, Carrol,
2008: 189). 따라서 간호직 파견과 관련해서 독일과 영국은 한국 및 미국
과 구별되며 특히 독일은 덴마크나 네덜란드, 프랑스와 비슷하게 고용 내
부화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림 5-2] 병원산업 저임금 노동과 고용 :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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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7개국의 병원산업 저임금 노동 및 아웃소싱 현황을
요약 비교한 것이 [그림 5-2]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국 및 병원 산업 모두
에서 저임금 비중이 높고 청소와 간호보조 업무 모두에서 아웃소싱 및 파
견 등의 고용외부화가 지배적이다(A형). 반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는 전국적으로 저임금 비중이 OECD 평균 이하이고 병원산업에서의 저
임금 비중은 더욱 낮으며 청소 및 간호보조 업무 모두에서 고용내부화가
지배적이다(C형). 물론 이 경우에도 일부 민간병원(예를 들어 프랑스)에
서 최근 청소 업무의 아웃소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비중이 크
지 않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독일은 혼합적인데(B형), 독일은 전국적인 저임금
비중은 높지만 병원산업의 저임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청소
업무에서는 독일과 영국 모두 고용외부화가 지배적이지만 간호보조 업무
에서는 조금 다르다. 독일은 고용을 내부화하고 영국은 NHSP와 같은 방
식으로 외부화하였던 고용을 내부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병원산업 고용전략 :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
Appelbaum(2010), Méhaut et al.(2010)은 6개국 비교를 통해 청소 및
간호보조 직종에서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 사이에
는 고용관행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병원의 경영효율성
이나 재정 압박은 공통적인 현상이며 직접적인 임금압력에 직면할 때조
차도 다른 HR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Méhaut et al., 2010:
320). 즉 미국 병원처럼 “청소에 대한 아웃소싱이나 규제 회피 전략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유럽 병원은 미국 병원
에 비해 직무를 통합하고 숙련을 높이는 긍정적인 과정으로서 노동을 재
조직”하였음을 지적하고 전자를 하향 전략, 후자를 상향 전략으로 나눈다
(Méhaut et al., 2010: 320).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하향 전
략을 추구하는 국가 유형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하향 전략과 상향
전략은 내부 고용관행에서의 어떤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까? 또한 같은
하향 전략 추구 유형일지라도 그 내부에서 차이는 없을까? 즉 미국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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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한국의 특수성은 무엇일까?
Appelbaum(2010), Méhaut et al.(2010)이 하향 전략과 상향 전략을 나
누는 지표는 첫째, 간호직에서 간호사의 비중과 간호보조원의 비중이다.
간호직은 간호전문직(혹은 간호사), 간호준전문직(혹은 간호조무사), 간
호보조원으로 나뉜다. 이때 하향 전략을 선호하면 간호전문직이나 준전
문직보다는 저임금 간호보조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 직종의 비중
이 높다.
한국의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간의 비중은 영국이나 미국보다 높다. 보
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추계해보면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및 보건소까지
포함한 간호사는 2009년 11만 1,410명인 반면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 간
호보조, 병원 및 요양시설 간병인 등)은 약 18만 명으로 1 대 1.6의 비율
이다. 하지만 외국에서와같이 간병인(시설 및 재가)까지 포함시킬 경우
간호보조인력은 약 34만 명에 달하여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간의 비중은
1 대 3이다.
둘째,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간의 직무이동 및 직무통합 여부 및 중간
직무의 성격과 규모이다.
하향 전략은 ① 직업훈련 등을 통해 간호보조원이 간호사로 상향하는
직무이동 시스템이 없으며 간호보조원과 간호준전문직 혹은 간호전문직
간의 직무통합이나 직무 확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병
원의 전략 중 하나는 최소한의 공식적 훈련기간을 거친(보통 6주간) 저임
금 간호보조원(nursing assistant)을 사용한다”(Appelbaum, 2010: 188).
따라서 미국에서는 간호보조원의 비중은 높은 반면 간호전문직이나 간호
준전문직의 비중이 낮다. 특히 간호보조 인력의 외부화(아웃소싱 등)가
<표 5-10> 국가별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간의 비중
네덜란드
(2007)

독일
(2005)

덴마크
(2004)

프랑스
(2002)

영국
(2006)

미국
(2006)

1:0.4

1:0.4

1:1

1:1

1:1.5

1:2.5

한국
(2009)
1:3
(1:1.6)*

주 : *는 간병인을 제외한 비중.
자료 : Méhaut et al.(2010: 327);『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0);『한국YWCA
돌봄사업』(한국노동연구원, 2011)에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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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단절을 강화시킨다.
상향 전략을 추구할 경우는 이와 정반대이다. 덴마크는 간호사로부터
간호보조원으로의 업무 이전과 이들의 숙련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시스템
이 존재한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간호보조원의 50% 이상이 회진에 참여
하고 3분의 2가 약을 취급한다. 그리고 고숙련을 요하는 간호보조원(HQ)
과정을 새로 만들었으며 저숙련의 간호보조(LQ)는 HQ 자격을 얻기 위한
훈련에 참여할 것을 권장받는다. 따라서 간호사의 비중이 커질 뿐만 아니
라 중간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직의 비중 역시 늘어난다(Eskildsen and
Nielsen, 2008: 220〜233). 프랑스는 간호보조원의 업무를 보건의료부 장
관령에 의해 정의하며 해당 업무는 기본적인 간호 업무(환자 씻기기와 드
레싱,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위생(환자와 가까운 영역 청소, 침대 정리,
침대와 공급품의 감염 차단), 해당 단위의 관리(린넨 제공, 물품 공급 유
지) 등이고 환자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간호보조원이 간호사의 지휘
감독 아래 간호와 돌봄의 경계선에 있는 업무를 하는 등 직무 범위가 상
대적으로 넓다(Caroli et al., 2008: 133).
② 또한 하향 전략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간의 중간 직무(한국에
서는 간호조무사)를 없애는 것을 통해 직무 단절을 확대한다. 이때 중간
직무의 업무 일부는 간호사에게 나머지는 간호보조원에게 이전시킴으로
써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반면 상향 전략에서는 간호직에서의 중간 직
무가 늘어나거나, 중간 직무를 간호전문직으로 통합시켜 간호사의 비중
이 높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간호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은 종종 겹
치는 경우가 있고 직무는 ‘통합적인 질 좋은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조직
된다. 그 때문에 대개의 병원에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많고 간호사의
비중이 높다(Marc, 2008: 223). 이것은 독일에서도 나타나 전체 산업에서
의 저임금 비중은 높지만 간호보조 업무에서의 저임금 비중은 상대적으
로 낮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할 때 한국에서 간호직은 하향 전략의 뚜렷한
특징을 드러낸다.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 간에 직업훈련 등을 통한 직무
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접대상 중 간호조무의 근속을 살펴보면 WD
병원 간호조무1 13년, BS병원 간호조무1 16년, KJ병원 간호조무 1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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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근속 기간이 길지만 직업훈련을 통한 간호사로의 이동 시스템은
없고 심지어 초기 입사 시 기간제로 채용하기도 한다.
“보수교육,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보수교육 1년에 한 번씩 여덟 시간 받는 것
있고 한 달에 한 번 산업보건교육받는 것이 전부. 제가 들어올 때 1년 계약 비
정규직이었는데 2000년에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해서 정규직으로 바
뀌었어요”(WD 간호조무1).
“몇 년에 한 번씩, 친절교육. 그거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없어요”(BS
간호조무1)

게다가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토요일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
로 인정하지 않는 등 훈련의 중요성이 낮다.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는 상
향 전략 추구 시스템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주5일제 안했을 때는 토요일 오후가 보수교육이면 오프를 주고 했거든요.
평일에 받아도 오프를 주고 했었어요. 지금은 평일날 보수교육을 받으면 오프
를 주는데, 토요일 같은 날 받으면 오프를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든 평일에 교
육을 받으려고 해요”(KJ 간호조무1).

또한 상대적으로 중간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줄어들고 간
호보조, 간병인 등의 직무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는 2001
년 1만 6,532명에서 2009년 2만 6,919명으로 증가율이 61.4%인 반면 간호
사의 증가율은 66.2%, 의무기록사의 증가율은 72.3%이다. 동시에 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이 급증한다. “최근에는 병
동의 간호보조 인력(병동 어시스턴트)이 간호조무사 역할을 대체하고 있
는 추세다. 실제 IT산업의 발달은 병원 내부 노동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병원 행정 시스템의 자동화 및 전
산화와 맞물리면서 간호조무사 인원이 줄고 있다”(김종진, 2011: 64).
“1999년 제가 들어온 이래로 간호조무사를 뽑지 않아서 제가 가장 막내지요.
제가 있는 병동의 간호사는 22명인데 간호조무사는 저 한 사람. 외래는 모두
간호사가 하고 그 아래 진료 보조원이 있는데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WD 간
호조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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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 업무를 줄이는 또 다른 방식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직이 아닌
원무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간호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의 직무 범위를
넓히거나 수직 통합시키는 것과는 정반대 경향이다.
“옛날에는 간호조무사 직종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사가 되면서 간호조무
사 직종 외에도 간호조무 자격이 없는 사람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원
무직이라는 하나의 직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무직종은 100명이 넘지만
실제로 간호조무사는 초기 90명에서 최근에서는 64명 정도로 줄었어요. 채용
을 안하는 거지요.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KJ 간호
조무1).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에도 간호보조 업무와 약국 및 사무행정 업
무를 간호조무사가 층별로 통합하여 함께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무직
으로 바뀐 이후에는 통합되어 있던 간호보조 업무, 약국 업무, 사무행정
업무를 분리하여 교대로 수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간호사의 업
무부담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 원무직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길
을 터준다.
Méhaut et al.(2010: 326)은 병원의 인사경영 전략을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눈다. 자격 있는 간호사들이 간호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one portal’(네덜란드와 독일), 자격과 직업훈련을 전제한 중간 직무의 간
호직 비중이 높은 강력한 ‘second portal’(프랑스와 그 정도가 낮긴 하지
만 덴마크), 직업훈련을 거의 받지 않는 저임금 간호직이 많은 강력한
‘third portal’(미국과 영국)이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영국에서 간호보조원의 직무명칭은 다양하다. health care assistant,
assistant nurse, nurse auxiliary, clinical support worker 등으로 불리는
간호보조원은 간호전문직 혹은 준전문직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국의 간호
조무 일부와 간병인을 결합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46%가 파트타임이
며 파견이 많이 활용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NHSP에서 직접 고용
하여 파견하기도 한다. 간호보조원의 21%가 저임금이지만 상대적으로 관
대한 부가급여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된다. 즉
여전히 간호보조가 간호사에 비해 많기 하지만 간호보조에서 준전문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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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이동 가능성을 좀더 열었고 임금 및 근로조건 역시 높인 것이다
(Grimshaw and Carrol, 2008: 175〜202). 결국 첫째와 둘째 유형은 상향
전략의 가능성이 셋째는 하향 전략의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은 미국과 달
리 혼합적인 측면이 있어 하향 전략의 약한 유형이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간호직과 간호보조직의 직무이동이 단절적이거나 아예 직
무진입 자체가 다른 경로 이루어지고 직무통합 역시 보이지 않으며 간호
보조원의 업무를 파견 혹은 도급으로 돌리는 방식의 극단적인 형태의
‘third portal’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향 전략에서는 중간 직
무가 사라지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간의 격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저임
금 근로의 비중 역시 높아져 양극화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한
국에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간호보조원에서의 (불법)파견과 개인 간병
의 광범위한 활용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8년 현재 간병인
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
니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시간당 임금이 3,000원 이내이며 사
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한국에서는 간호업무에서의 파견과 비공
식 노동까지 결합하여 가장 극단적인 하향 전략의 유형을 띠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직만을 가지고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을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병원의 간호업무 중 간호보조는 청소 및 하우스키핑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략 유형을 나누기 위해서는 간호직
만이 아니라 하우스키퍼까지를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Méhaut et
al.(2010: 349)은 하우스키퍼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 한 유형은
저임금 및 아웃소싱을 활용하며 직무이동의 단절 및 직무세분화를 추구
하는 호텔 모델(‘Hostel’ model)이다. 또 다른 유형은 직접고용을 선호하
고 직무 간 이동이나 중간 직무의 설계, 직무통합을 추구하는 돌봄 모델
(‘Care’ model)이다. 전자는 고용외부화(하향 전략) 유형에, 후자는 고용
내부화(상향 전략)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돌봄 모델에서는 청소 등 하우스키퍼→간호보조→간호준전문직으로의
상향이동을 위한 직업훈련과 새로운 중간 직무(‘patient care associates’
나 ‘service support associates’) 설계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일자리 재조직화의 강화가 가장 체계적으로 시도되었다. 많은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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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조서비스(hospital service assistant) 업무를 재디자인하였고, 15년
전쯤부터 새로운 국가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쪽으로 움직였
다. 이때 병원보조서비스 직무는 청소와 세탁, 환자 침대 준비(bedmaking), 린넨 서비스, 물품공급, 요리와 식사서비스, 환자이동, 환자의
개별적 위생유지 등을 포괄한다”(Méhaut et al., 2010: 349). 즉 병원보조
는 하우스키퍼와 간호보조원의 업무를 결합한 중간 직무로서 일종의 직
무통합이자 징검다리(bridge)일 것이다. 이를 위한 관대한 훈련 프로그램
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하우스키핑 업무와 간호보조 간의 연계가
넓고 하나의 직무로 통합 혹은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호텔 모델의 사례인 미국은 하우스키퍼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직무 간 이동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은 간호직과 청소직에서의
경향이 상이하다. “청소원의 사례에서, 병원은 노동시장제도의 분절화, 급
여와 고용조건의 악화라는 전국적인 경향을 따른다. 그래서 청소원의 경
우 병원은 미국 모델과 합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간호보조원의 사례에서
는 덜 분명한데, 이 직무는 줄어들고 심지어 사라지지만 간호사는 늘어나
기 때문이다”(Méhaut et al., 2010: 361).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호보조에서 준
전문직이나 전문직간호사로의 이동은 없다. 동시에 청소 등의 하우스키
핑 업무에서 간호보조로의 이동 역시 꿈꿀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하우스
키핑 업무는 지극히 세분화되어 있고 사내하도급 활용 등 고용외부화 역시
뚜렷하며 간호직과의 칸막이가 두껍다. 물론 하우스키핑 업무를 직접 고용
<표 5-11> 직접고용 조리배식과 외주화 조리배식 간의 비교
고용
근속
형태

임금

BS 직접
15년 월 190〜200만 원
병원 고용

WD 간접
7년
병원 고용

간호직과의
관계

하우스키핑
업무

상이한 채용
청소 등과 완전
경로(인사승
히 구분
진 없음)

청소 등과 완전
시급 4,770원
간호직과 고용
히 구분, 조리배
(최저임금 4,320원+주휴수당) 주가 달라 완
식 내부에서도 직
월 100〜120만 원
전 분리
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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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간호직과의 직무 구분은 매우 뚜렷하며 하우
스키핑 내부에서도 청소와 조리배식 등이 나뉘어 있다.
또한 청소는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와 상관 없이 간호보조 업무와
의 직무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 상향 전략에서는 직무가 겹치
는 부문을 간호직으로 통합시키는 형태의 중간 직무로 재설계하는 반면
하향 전략에서는 그 반대이다. 한국은 암묵적으로 간호 업무의 일부를 청
소원에게 넘기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마저 분명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
에 노동자 내부에서 갈등 요인으로 계속해서 남게 된다.
“감염성 있는 적출물 처리에는 간호사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단서는 있
어요. 하지만 치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요. 서로 업무가 과중되니까 하지 않
으려 하고. 간호부에서는 힘을 써서 강력하게 청소쪽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밀
어붙이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WD 청소용역2).
“환자 침대 닦는 것, 옛날에는 간호조무사들이 다 닦았거든요. 조무사를 줄
이는 바람에 인원이 없어졌다고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환자가 퇴원하
고 나면 침대를 소독하고 다 닦아야 되는데”(WD 청소용역1).

[그림 5-3] 병원산업 고용전략 국제 비교 :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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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간호직과 하우스키핑 모두에서 상향 전략을 추구하는 국
가, 간호직과 하우스키핑 모두에서 하향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 두 직종
간에 전략이 불일치하는 국가로 나뉜다.
상향 전략을 추구할 경우 간호보조와 청소 직종에서의 저임금 노동 비
중이 낮은 반면 하향 전략에서는 그 반대이며 혼합 전략에서는 외주화한
직종의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저임금 노동의 발생과 고용
전략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간호직과 하우스키핑 모
두에서 극단적인 하향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이며 저임금 발생과 고용전
략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이와 같은 하향 전략이 기업이
나 산업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4. 하향 전략 추구 원인 :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
가. 노사관계 제도와 임금격차
한국과 미국은 하향 전략 선호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우선 중간 직무의 축소는 상호 비슷하나 사내하도급 활용 등
의 아웃소싱이나 파견 운영 방식은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무엇보다 미국
은 “하우스키핑 전체를 파견 혹은 아웃소싱하는 병원은 드물며 오히려
하우스키핑 관리자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전형적이다. 표면적으로 이
관행은 직접고용보다 더 나은 질의 경영자를 초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병원이 직접 채용, 인력보유, 숙련향상을 관리하는 청소 스태프
의 질을 통제하고 유지하게 한다”(Méhaut et al., 2010: 343). 반면 한국은
청소 등의 하우스키퍼 업무가 간병, 청소, 세탁, 재봉, 조리, 급식 등으로
극단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비롯한 노동자 전체
를 아웃소싱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게다가 간병 업무까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직무분리 정도는 미국보다 더 크다. 또한 아웃소싱 활용에
있어 사내하도급과 파견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한국의 특수성
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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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이 극단적인 하향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종
거론되는 경제적 압력은 해당 국가에서 모두 공통적인 환경이다. “보편적
(in general) 건강보호 시스템과 개별 병원은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의
약의 발전으로 모든 나라에서 비용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
들이 케어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채 더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이 비용을 커버하면서도 다른 한편 고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57%)이나 높은 덴
마크(96%) 모두 공통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Appelbaum, 2010: 187). 또
한 영국은 공적으로 재정이 조달되고 공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섹터
((NHS)가 의료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의료 지출의 85%를 차지하지만 보
수정부의 연속적인 집권 결과 극심한 예산제약을 경험하였다. 심지어 노
동당 정부에서도 GDP 대비 의료부문 지출이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재정
조달의 민간화가 이루어져 민간재정기구(Private Finance Initiative : PFI)
가 새로운 병원을 위한 자본을 투자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통해
투자분을 돌려받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형태가 만연했다. 특히 PFI 협약
에 따라 NHS는 기존에 고용한 서비스의 상당 부문(예를 들어 청소, 조리배
식, 포터, 부동산 및 건물의 유지관리)을 민간 섹터 기업에 팔았다(Grimshaw
and Carrol, 2008: 168〜1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최근 청소
및 간호보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소폭 개선되었고 직접고용 경향이
나타난다.58)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을 찾기 어렵다. 왜 한국
의 사용주는 하향 전략에 대한 선호가 큰 것일까? 여기서는 다섯 가지의
58) 프랑스 역시 병원은 공공부문이 지배적이며 공공병원 노동자의 상당수가 공무원
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프랑스 병원에서도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정 시
스템의 시장화에 대한 강력한 압력이 있다. 주요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지
속되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뒤늦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 병상의 26%를 차지하는 민간에서의 구조조정은 꽤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와 간호보조 직무의 저임금 근로 비중은 상당히 낮다(Caroli et al., 2008: 127
〜128). 덴마크도 비슷하여 병원 분야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증가만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우스키퍼 업무의 숙련을 높이고 청소, 음식 서비스 그리고 병원 운반원(porter)
의 기능을 병원서비스 보조(hospital service assistants)라는 직업으로 통합하는
등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Eskildsen and Nielsen, 2008: 219). 따라서 재정압박이
나 경영효율성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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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포섭성 정도와 규제회피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것
이 상이한 고용전략 선호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첫째, 노동조합 혹은 노사관계 제도의 포섭성 및 효과이다. 한국은 미
국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10% 수준으로 매
우 낮은 국가59)이며 병원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또한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이어서 아웃소싱이나 파견처럼 고용주가 다를 경우 노사관계를 통
한 규율이나 보호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업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를 확대시킨다(은수미, 2011: 18).
물론 병원산업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산별교섭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
고 2007년 임금협약을 등을 통해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은수미, 2007: 189).
“1998년, 1999년 2년 동안, 비정규직 간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약
200명 정도 되는데 2000년부터 싸워서 2004년에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과 노동
조합 발전기금 1,500만 원 받은 것 등으로 3개월 이상 된 비정규직 전체를 정
규직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따냈지요. 다른 병원에 비해 일찍 따낸 것이지
요”(WD 지부장).

그러나 산별노조 활동과 산별교섭의 주요 초점이 주로 조합원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한국의 노조법이 단체협
약의 대상을 좁게 한정하여 아웃소싱이나 구조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사업장의 노동자 전체가 아
닌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60) 이와 같은 법제도는 노동조합
59) 2007년 현재 단체협약 적용률은 한국 12%, 미국 14%, 영국 35%, 독일 63%, 프랑
스 95%, 네덜란드 82%, 덴마크 82% 등이다(Bosch et al., 2010: 95).
60) 한국의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년유니언처럼 구성원이 구
직자나 실직자가 대부분이거나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
우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근로
자 혹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합의 대표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걸맞지 않고 노동3권의 사각
지대를 확대시킨다. 게다가 노조법 제2조 제5항은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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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 관행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지만 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고 가입을 한다 해
도 전남 사내하청 지부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사내하
청과 관련된 문제를 기존의 원청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힘들
다. 물론 그것을 극복하여 정규직 간호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를 기업 지부
수준에서 함께 가입시킨 사례가 있다.
“식당은 1994년부터, 청소는 그 이전부터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식당은 원래
직영일 때 조합원이었는데 하청이 되면서 조합을 탈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지만 2000년도부터 다시 함께 조직하기 시작했지요. 청소용역 등 미화팀은
20009년 9월 20일에 조합에 가입했구요 (중략) 조합비도 직무별로 달라요. 간
접고용 비정규직의 싸움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원청 노동조합이 해결하지 않
으면 계속 떨어져나가요”(WD 지부장).

또한 노동조합 때문에 BS병원은 조리배식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유
지하고 있다.
“(사용주도 식당의 경우는) 노조하고 싸우면서까지 외주로 가고 싶지는 않
은 것이지요. 하지만 청소는 애초부터 외주였어요”(BS병원 지부장).

하지만 이것은 흔하지 않은 사례이며 노동조합이 막아내기 어려운 경
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2008년 보건의료노조 산하 30개 지부(병원)의 간
접고용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지부가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세
탁, 청소, 조리 및 배식, 진료 및 사무보조, 차트관리 및 파일작업, 입출고
관리, 컴퓨터 유지보수, 승강기 운행, 전화 교환 및 예약, 안내, 간병인, 사
체염습, 응급실 안전, 물품배송 등의 업무 중 한 개 이상을 아웃소싱하며
거의 전부를 아웃소싱하는 병원도 있다. 또한 고용형태별 직원 및 조합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직원 중 간접고용 비중은 8.7%(정규직 직원 대비
10.9%)로 300인 이상 병원 전수조사 결과 정규직 대비 14.0%보다는 약간
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여 교섭과 쟁
의의 범위를 좁게 한정한다. 따라서 아웃소싱이나 구조조정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를 때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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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만, 조합원 중 간접고용 비중은 0.4%이고 해당 간접고용 대비 조직률
은 2.3% 이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거의 비슷하다. 노조가 있는 경우 병원별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용역업
체 변경 시의 고용승계, 법정 기업복리(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근속수당,
작업복 지급 등의 부가적인 혜택이 있을 뿐이다.
결국 노사관계제도의 포섭성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웃소싱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고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은 계약해
지가 반복되자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여 직접고용-정규직화를 골자로 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2008년 9월 1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지만 사
용주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법원
은 절대금지업무에 대한 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남성모병원
사용주가 낸 ‘점유 및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농성 중인 조합원 6명은 건물에서 퇴거하고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을 철거
해야 하고 벽보 선전지 등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현수막과 피켓을 부착해
서는 안 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시위를 할 수 없다. 이 명령을 어길 경
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 병원에 지불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쟁위행위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이것은 전남대
사내하도급 문제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그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
릴 것을 각오하고 불법파견 여부를 법원에 다투지 않는 한 노사관계를 통
해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체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이 청소원 등의 저임금 노
동자나 아웃소싱 노동자에게 일종의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덴마크, 프랑
<표 5-12> 보건의료 노조 산하 30개 지부의 직원 및 조합원 현황
전체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

61,549(100.0)

49,153(79.9)

6,952(11.3)

5,349(8.7)

조합원

35,752(100.0)

34,658(96.9)

955( 2.7)

139(0.4)

자료 : 2008년 보건의료노조 30개 지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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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네덜란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최저임금에 따른)은 실
질적으로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청소원들의 급여 등급은 시니어 프리미
엄, 즉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서열과 연관되어 있다. 이직률도 낮아서 청
소원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저임금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세 나라에서
는 전국적인 단체협약의 포섭성이 청소원들이 저임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Méhaut et al., 2010: 336).
또한 단체협약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에서도 병원산업은 노동
조합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노조 효과가 나타난다.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노조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2004년부터 “새로운 관행(two-tier code)을 도
입하였다. 그것은 지방 정부에 처음 적용되었고 그 이후 의료와 같은 공
공부문의 다른 영역에 확대되었다”(Méhaut et al., 2010: 343). 해당 관행
은 이중적 노동시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간호사에서부터 아웃소싱 업체
의 노동자까지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산별협약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늘고 직종 간 임
금격차가 줄었으며, 민간부문 서비스 제공 기업의 신규채용 노동자도 공
공부문의 고용승계협약 적용 대상인 아웃소싱 노동자들과 동일한 근로조
건을 적용받아 민영화 등의 폐해가 축소되었다(Grimshaw and Carrol,
2008: 185〜189).
결국 노사관계를 통한 조율이나 보호가 가능하면 사용자는 규제를 준
수하고 경제적 압력을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는 등 상향 전략을 선택할 여
지가 커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저임금과 사내
하도급을 규율하기가 어렵고 임금이 낮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자로 하여금 하향 전략을 선호하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최저임금과 고용보호 제도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NMW)의 적용 범위, 수준, 작동방
식은 임금격차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NMW 정책은
임금불평등을 줄이거나 최소한 임금분포에서의 격차를 줄여서 저임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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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 : 7개국 비교
한국
미국
최저임금
도입(1988) 도입(1938)
제도
최저임금
4.36(32.0) 5.59(26.4)
수준※
최저임금위 의회 산하
원회에서 최저임금위
매년 합의 원회,61) 30
개 주에 연
방수준을
최저임금
넘는 주최저
제도운영
임금제도
있음

산별최저
없음
임금

없음

영국

독일

도입(1999) 없음

덴마크

도입(1968) 없음
8.22(37.6)

프랑스
도입(1950)

8.06(34.1)

-

최저임금위
원회에서
권고, 2000
〜2006년까
지 최저임금
상승

건설 등 일
부 산업에는
존재(정부
가 산별협약
에 의해 결
정된 임금을
발표, 다른
산업에 확대
적용하지
않음)

최저임금지 노사 간 전 최저임금
수-협약임 국협약에 지수: 소비자
금상승률과 의해 결정 가격+전체
연동. 법정
블루칼라 노
최저임금과
동자 시간당
산별최저임
임금 증가의
금 중 높은
50%가 최소
것 적용
한.
최저임금률
은 산별협약
에서 합의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협약. 타산
업에 확대
적용
24세 이하 청
년층은 별도
의 최저임금
적용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의
의 최저임 최저임금 협
금 협약
약, 타산업에
확대적용

노조가 강하
지 않은 경
우 산별협약
적용제외
확산
가사사용인 연매출 50만 16〜19세 중소사업장
제외, 감시 달러 이상의 청년층 감액 에서 단체
단속업무 기업노동자 적용.
협약적용 거
최저임금 80% 감액 에 적용. 이주노동자 부, 개방조항,
적용제외 적용, 3개월 초기 90일간 고용사업주 단체협약
혹은 회피 이내 수습 은 20세 이 의 회피 제외 노동자
근로자 90%, 하 감액적용
(미니잡)
비공식노동
활용
사용
산별협약
에 따른
최저임금

네덜란드

-

8.79(60.0)

있음

청년층 감액 6개월 이하
적용(소매 근로계약을
업부문)
맺는 16〜17
세 사이 청
년층 감액
적용.
도제와 수습
은 적용제외

주: * 최저임금 수준은 2008년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달러
로 환산; 괄호 안은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자료 : Bosch et al.(2010: 107); 김유선(2011: 14〜15)에서 수정 인용.

로 비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Bosch et al., 2010: 110).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적용범위가
61)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최저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고 2009년에 시간당
7.25달러로 올랐지만 실제로 저임금 이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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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가 오히려 많아진다. 7개국의 최저임금제도와
작동방식 및 수준을 살펴보면 <표 5-13>과 같다. 한국, 미국, 영국, 네덜
란드, 프랑스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있고 독일과 덴마크는 산별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네덜란드와 프랑
스는 산별협약을 통해서 산별 최저임금을 다시 한번 결정한다. 이때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이처럼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포섭성과 규제
회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최저임금 적용범
위도 넓고 수준 역시 높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24세 이하 청년층은 법 적
용 대상이 아니고 덴마크는 일부 소매업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국적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층이 저임금 노동의 주요 자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은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
이 낮고 적용범위 역시 상대적으로 좁다. 한국에서는 1인 이상의 노동자
가 있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수습
및 감시단속 노동자는 감액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가사사용인 등은 적용을 받
지 않는다. 또한 공식 기업에 비공식 노동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
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최소 12%(약 200만 명) 수준이다.
영국과 독일은 제도의 포섭성이 중간이지만 두 나라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독일은 최근 산별협약을 회피하는 기업
이 늘어나고 미니잡이 활성화되면서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포섭성이 떨어
지는 반면 영국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을 병원산업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최
저임금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병원산업이 전국적
인 수준에서의 임금 수준 하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어서, 단체협약의
분권화와 청소 아웃소싱의 부정적 효과가 전국적인 패턴과 일치한다. 한
국도 전국 수준의 최저임금제도의 포섭성과 병원산업의 그것 간에 큰 차
이가 없다. 영국만이 예외적이어서 전국적인 수준보다 병원산업에서의
노사관계 영향력이 커서 그것이 임금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즉 “병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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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노사관계 발전이 전국적인 패턴에 균열을 일으킨다”(Bosch et al.,
2010: 103). 영국이 병원산업에서 하향 전략을 완화하거나 혼합적인 양상
을 띠는 것은 노사관계와 최저임금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호법제도(EPL)의 포섭성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시간제 노동에 대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EU의 평등대
우 원칙을 적용한다.62) 하지만 독일은 미니잡 등을 통해 기업 수준에서
이 규제를 회피하며 미국 기업은 합법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차별할 수 있
고 한국은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에 의한 보호조치가 실시되었지만,
최근 불거진 카페베네나 커피빈 주휴수당 지급 위반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제 노동에 대한 차별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기간제 노동의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영국은 EU의 평등대우 원칙을 적용한다. 국가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프랑스는 표준적인 근로계약에 있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10%의 불안정노동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 회피가 가능한데 프랑스에서는 규제나 보호를 덜 받는 비표준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비표준적인 기간제 근로계
약이란 계절적 계약, 무기계약일지라도 1년 중 산발적으로 근로하는 계
약, 해고나 차별적 처우 예외계약, 열등처우(derogatory) 계약 등을 의미
하며 병원산업에서 사용주가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 또한 네덜란드는 무기계약과 임시고용 간의 고용보호 정도 간의
차이가 꽤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시장
이원화가 커진다는 우려이다. 독일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제외할 수 있고 특히 기독교 노조가 이와 같은 규제 회피에 동
의하기 때문에 상당한 쟁점이다. 한국은 2007년 7월부터 실시된 비정규직
법에 의해 기간제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지만 평등대우 원칙이 명문화
되지 않았고 차별시정제도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며
62) EU는 1997년 단시간 근로에 대한 지침과 1998년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을 채
택하여 파트타임과 기간제에 대한 평등대우 원칙과 차별금지를 도입하였고 모든
EU 회원국은 이것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2008년 6월 파견노동에 대한 평등대우
원칙에 합의하였지만 모든 EU 회원국에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다(Bosch et al.,
2010: 117; 이호근, 2011: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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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와 같은 보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Bosch et al., 2010: 116〜
120).
마지막으로 파견 노동에 대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는 EU의 평등
대우 원칙을 적용한다. 이 중에서도 프랑스는 파견을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며 10%의 불안정고용보너스를 지급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 국가별로 규제 회피가 가능한데 네덜란드는 1998년 파견신고 시스템
을 없애고 1999년 기간제와 파견 노동 허용을 위한 유연성과 안정성법
(Flexibility and Securaty Act)을 시행하면서 유럽에서 파견 노동의 집약
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미국은 거의 규제가 없
고 영국은 규제 수준이 낮고 매우 취약한 노동집단을 형성하며 독일은
2004년부터 규제를 없애면서 규제 회피를 대폭적으로 허용하였다. 독일
과 영국의 저임금 노동 비중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 및 규제
회피 효과라고 한다.
또한 한국은 파견에 대해 포지티브 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규제적인 입
법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과 달리 도급과 파견의 기준이 불분명63)하여 불
법파견이 뜨거운 쟁점이다. 즉 파견 자체보다는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불
법파견이 쟁점인 것이다. 그 이유는 1970년대부터 ‘정규직-사내하도급 공
존’ 모델이 존재하고 1997년 이후에는 전 산업으로 사내하도급이 번졌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대기업이 사내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불
법여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은수미, 2011: 20～26). 게다
가 적법한 사내하도급일지라도 유럽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
는 고용승계 등을 부과(예를 들어 TUPE)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63) 2011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고용승계에 대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
의 저하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다.
게다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
조차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경영혁신 등의 이름 아래 사내하도급 활용을 권
장한다. 사내하도급 등 아웃소싱을 하여 전체 인건비를 줄일 경우 경영혁신 평가
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기업 모두 과거 10여 년 동안 사내하
도급 확산을 공공연하게 추진하였다(김유선, 2004; 은수미, 2006; 조성재, 2008, 은
수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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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가 없어서 2000년대 이후 노동쟁의의 상당수가 고용승계 문제로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유럽 국가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고
용승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독일 병원은 TUPE
의 규제를 무시한다(Appelbaum, 2010: 188). 또한 영국에서는 1980년대
아웃소싱을 합법화하여 병원의 경우 특정 보조적인 업무를 경쟁적으로
민간업체에 아웃소싱 하였다(Méhaut et al., 2010: 336).
결국 최저임금과 고용보호 입법에서 한국과 미국은 포섭성이 가장 낮
으며 특히 한국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불법파견의 형태로 활용하는 등 남용 사례 역시 많다. 영국 역시 전국
적인 수준의 포섭성은 매우 낮지만 병원산업의 경우는 산별협약을 통해
청소나 간호보조 직종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원래 규제
수준이 높았던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그것은 하르
츠 개혁 등을 통해 규제를 없애거나 미니잡 등을 활용한 규제 회피를 허
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네덜란드와 덴마크, 프랑스는 포섭성이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하여 이것이 저임금 노동의 확산을 억제한다. 특히 네덜
란드는 최근 유연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청년층에만 집중되고
이들조차도 24세 이후의 생애취업경력에서는 저임금 탈출 확률이 높으며
산별협약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완 효과가 있다.
다. 직업훈련과 사회보장
직업훈련제도의 정착 및 포섭성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는 간호보조 업무와 관련된 훈련제도의 포괄성
을 확대하여 직무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상향 전략의 여지를 넓혔다.
덴마크에서는 1992년 이래로 간호보조도 56주의 이론 훈련을 포함한 34
개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훈련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나라인데 간호직 노동자에
게 유급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5단계 직업훈련과 교육제도
를 1996〜97년 사이에 도입하였다. 1단계는 1년간의 교육기간을 이수하
여 도우미(helper) 자격을 따는 것인데 주로 재가 돌봄 서비스에 고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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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단계 역시 1년이며 주로 재가 노령자 혹은 재가 간호에 고용된다. 간
호보조원은 3단계의 3년간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 훈련 기간 중 6개월은 병원에서 훈련을 받는 대기기간을 포함한다. 또
한 훈련 프로그램은 1주 평균 4시간의 실습기간과 이론의 혼합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는 일반 간호사(general nurse)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4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의미한다. 5단계는 일종의 수간호사
(nurse manager) 자격을 취득하는 대학교육 과정인데 이때 수간호사는
총체적인 환자 돌봄에 관해 의사와 협업하며 일반 간호사나 간호보조를
관리한다(Appelbaum, 2010: 189〜191).
다음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간호보조의 숙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무 범위가 간호사와 겹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간호보
조원은 때로 환자의 병력 기록에 완전히 접근 가능하고 환자의 특정 요구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의 지휘 아래서 간호보조는 환
자에게 약을 주고 체온을 기록하거나, 수술 후 혹은 혈압체크를 포함한
즉각적인 의료케어를 제공하며 드레싱을 가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간
호사가 매우 고난이도의 의료케어를 하거나 바쁠수록 간호사와 간호보조
원의 직무는 더 많이 겹친다(Méhaut et al., 2010: 328). 이것이 직무의 수
직적 통합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간병
인을 포함한 간호보조원에 대한 직업훈련 제도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이동 역시 드물다.
또한 청소 등의 하우스키핑 업무에서의 직업훈련은 노동재조직화와 직
무이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상향 전략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덴마크는 간호보조와 하우스키핑 업무 간에 중간
직무를 설계하고 직업훈련을 결합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일부 병원에
서도 그와 같은 노동재조직화가 존재한다. 네덜란드의 면접 사례를 보면
특정 병원의 경우 간호보조, 청소 그리고 음식공급 기능 통합을 목적으로
통합보조직무(joint assist occupation)를 만들었다. 또한 또 다른 병원에
서는 청소, 조리 및 배식보조, 간호보조의 세 가지 직무를 하나로 통합하
는 프로젝트(The Assist Project: Three-in-One)를 실시하여 비용을 줄
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직무 만족 및 서비스의 질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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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효과를 보았다(Van der Meer, 2008: 227〜228). 영국에서는 일
곱 개 사례 연구 병원 중 세 개가 병동 하우스키퍼(ward housekeeper)라
는 새로운 직위를 도입하였고, 나머지 병원 중 세 개 민간병원은 유사한
새로운 역할로서 환자서비스보조(patient service assistant) 혹은 병동종
사원(ward steward)을 신설하였다. 이 새로운 역할은 환자의 환경개선과
병원에서의 감염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들의
임무는 음식물 서빙, 꽃의 재배열, 환자가 있는 영역을 깔끔하게 유지하
는 것 등이다. 그들은 임금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로 정의되었고
잠재적으로 청소원을 위한 새로운 경력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호텔 모델에서 청소원들은 청소만 하고 환자와 거의 접촉하지 않은 반면,
보다 통합적인 모델에서는 환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에 대
한 직업훈련은 기존의 간호보조원 훈련 코스에서 제공하는 경우(프랑스
의 사례)도 있지만 개별 병원에서 시험적으로 직무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Méhaut et al., 2010: 350〜356). 반면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직무 설계를 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는 시도는 하였지만 대체적
으로 실패라는 평가이다. 두 나라 모두 직업훈련제도 자체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직무 세분화나 아웃소싱 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다음으로 휴가 및 병가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
에서는 법정 최소휴가가 네덜란드와 영국 20일, 독일 24일, 덴마크 25일,
프랑스 30일 등이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한국은 1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①항).64) 하지만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제외
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감독 역시 취약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
동자의 23.6%(2010년)만이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간호보조 업
무를 하는 경우 임금이 낮아서 휴가 대신 단체협약에 의한 수당 보전을
선호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64)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의 경우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5일이 최대한도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③항).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일 경우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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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이 20년이 넘어서 연차도 20일 이상이지만 다 쓰지 못해요. 돈이 궁
해서요. 수당 받아야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는 휴가 써야지요”(KJ 간호조무1).

유급병가(sickness leave)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유럽 5개국 사용자는
장단기 질병에 따라 최소 6개월간의 현금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65) 하지
만 한국이나 미국은 법적인 병가급여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좌우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
비중은 높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에서만 병가급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는 단체교섭력이 취약하
여 급여 수준이 떨어지지만 미국의 노동자들보다 더 나은 병가급여를 받
는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48%(전일제의
39%, 시간제의 84%)가 병가급여 자격이 없으며 저임금 노동자는 77%가
병가급여 자격을 갖지 못한다(Mason and Salverda, 2010: 63～83).
또한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은 한국, 미국, 영국과 다른 나라를 구분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덕순(2011: 18)은 12개국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의 관대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동아시아형에 속하는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앵글로색슨형의 미국과 영국이 그 다음이고 대륙유럽형
인 독일과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고 북유럽형인 덴마크 등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것은 GDP 대비 공적지출 비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
병원산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보장이 전국적인 수준보다 높다.
미국에서는 병원산업의 노조 조직률이 다른 산업보다 20%가 높다. 따라
<표 5-14> 2009년 7개국의 공적 지출(GDP 대비 비중)
영국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0.66

0.82

1.17

2.40

2.52

네덜란드 덴마크
2.91

3.35

OECD
평균
1.67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65) 독일과 프랑스는 노사의 기여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병가급여를
제공하며, 덴마크와 영국은 사용주의 법정 기여와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기금이
재원이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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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소원과 간호보조원은 휴가, 병가, 시간외수당과 전일제 노동자를 위
한 연금 등을 받는 경우가 좀더 많다. 나머지 5개 유럽국가에서도 유사하
여 병원산업 노동자는 부가급여 등에서 20〜50% 정도 높으며, 사회보장
자격에 있어서도 보다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Méhaut et al., 2010: 338〜
339). 한국의 경우 보건의료 산별교섭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법적인 사
회보험 및 기업복지 외에도 약간의 부가급여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
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보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전해준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
지 않은 사업장이며 이때는 대개의 저임금 노동자처럼 사회보장 수준이
낮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청 노동자나 간병인의 경우
는 통상의 저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못한 경우도 많다.

5. 결 론
이 글의 질문은 저임금 노동이 왜 발생하며 특히 한국의 저임금 노동
비중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 발생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병원산업에서 저임금 발생 비중이 높은 간호보조원과 청
소원을 대상으로 7개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을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은 전국적으로, 또한 병원산업의 청소 및 간호보
조 직종에서의 저임금 노동 비중이 높고 사내하도급 등 아웃소싱이 일상
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한국의 아웃소싱 형태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극
단적이다. 반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는 전국적인 저임금 비중이 낮고
병원산업의 저임금 비중은 더욱 낮다. 영국과 독일은 혼합적인데 영국은
청소의 저임금 노동 비중은 한국과 미국 수준과 유사하게 높지만 간호보
조의 저임금 노동은 한국이나 미국의 반 정도로 낮고 간호보조에서 최근
내부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독일은 저임금 노동 비중은 높지만 병원
산업에서는 영국보다 낮다. 특히 청소의 아웃소싱은 일반적이지만 간호
보조에서는 고용내부화가 좀더 두드러진다. 결국 저임금 노동은 기간제
나 파트타임만이 아니라 파견이나 아웃소싱 등 고용외부화 현상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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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산업의 저임금 노동 현황은 고용전략과 긴밀
한 연관이 있다. 이때의 고용전략은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으로 나뉘는데,
한국과 미국은 청소원과 간호보조원 모두에서 저임금과 아웃소싱을 선택
하는 전형적인 하향 전략인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직업훈련과
직무통합 등의 상향 전략의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또한 독일과 영국은 혼합적인데 독일의 간호보조는 상향 전략의 특징이
매우 두드러지고 청소는 아웃소싱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은
청소는 하향 전략이지만 간호보조의 경우 일부 간호사로의 이동이 열려
있고 최근 청소를 포함한 산별협약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등 하향 전략
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저임금 노동은 아웃소싱 등의 고용외부
화를 매개로 한 고용전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고용외부화가
기업, 지역 및 산업, 전국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 분
단이나 사회적 양극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왜 특정 국가나 기업은 하향 전략을 선택하고 다른 국가나
기업은 상향 전략을 선택하는가? 이 글은 다섯 가지의 전국적인 제도와
병원산업 제도에서의 포섭성 정도와 사용자의 규제 회피 허용 여부가 병
원산업의 고용전략 차이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저임금
[그림 5-4] 제도의 포섭성과 고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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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상이한 고용전략과 그와 같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포섭
성 수준에 따라 많이 발생하거나 적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그림 5-4] 이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전국이나 병원산업 모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고 그 결과 임금격차가 적
으며, 최저임금 수준이나 적용범위 등의 포섭성이 높다. 또한 고용보호
법제도, 사회보장제도, 직업훈련제도의 포섭성 역시 모두 높아 경제적 압
력 등을 상향 전략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압력이 있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와 같은 제도적 포섭성이 모두 낮으며 그것이
하향 전략을 선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영국은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을 혼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전국과 병원산업 수준 모두에서
최근 포섭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특히 산별협약의 영향력이 큰 독일은 산
별협약을 회피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미니잡 등의 고용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적인 포섭성이 약화되었고 그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하향 전략을 선
호하게 하여 저임금 노동 및 아웃소싱 확산이 최근의 지배적인 특징이라
고 한다. 영국은 전국과 병원산업 수준에서의 제도에 차이가 있어 전국
수준의 제도적 포섭성은 매우 낮은 반면 병원산업에서의 포섭성은 중간
수준이다. 이것은 영국 병원산업의 노조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평균 20% 이상 높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청
소원은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커졌지만 아웃소싱 노동자까지를 포괄하는 임금체
계 개편으로 다른 산업의 청소원보다는 병원산업 청소원의 임금 수준이
높다. 즉 하향 전략이긴 하지만 그것의 효과를 사회적 제도의 포섭성을
통해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연구과제는 미래 한국의 고용전략일 것이다. 병
원산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한국의 고용전략에서 가장 큰 과제는 숙련
무시, 직무세분화와 중간 직무의 소멸, 아웃소싱 및 비정규직 활용 경향
등의 하향 전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간병인과 같은 비공
식 노동을 공식화할 수 있는 대책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크게 두 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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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영국처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수준을 전반
적으로 높이고 병원에서의 아웃소싱을 규제하거나 NHSP와 같은 조직을
통해 민간 아웃소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즉 직업훈련이나 직무 확대 및
직무 통합의 전통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하위업무 전체의 임금 및 근
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처럼 간호직 전체를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가능하다. 우선 간호
사와 간호보조부터 통합을 시도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간호보조와 하우
스키핑 업무의 일부만이라도 통합시켜 중간 직무를 늘려가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향상이 필수적이며 특히 간병인과 간호조
무사, 간호보조원 등을 간호직에 점차적으로 통합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양자를 혼합할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부터 가능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
든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병원 협의기
구를 만드는 것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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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1. 문제의식
저소득 노동시장의 광범한 존재는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 등 우리 노
동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저임금 고용의 증가,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와 함께 영세 자영업 부문의 침체가 저소득 노동시장을 규
정짓는 주된 구성요소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영세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자영업 종사자의 이탈에 대한 실증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이다(이승렬, 2007; 이승렬, 2009; 금재호, 2009; 최경수, 2009).
자영업 부문으로의 신중하지 못한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형성되어 있지만, 자영업에서 이탈하는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
보험제도 아래에서 영세 자영업 부문의 위축은 경제 양극화와 경기 변동
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거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단편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
시장으로의 전환이 매우 낮은 상황에 주목한다. 영세 자영업 부문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병희․강신욱 외, 2007)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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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저소득층에서 자영업 가구의 비중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최경수, 2009).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
동이동 실태와 임금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이용하여 2006년 이후 진행되는 자영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내수 부진을 넘어서는 현상임을 보인다. 그리고 제3장
에서는 비임금 일자리로부터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전환 유형을
나누고, 특히 임금근로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가 낮음을 보인다. 마
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한다.

2.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의 동반 부진
가.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추이
농림어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일
자리 추이를 보면,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노
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특히 남성들의 생계형 창업이 크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04년 신용카드 대란에 따
른 내수 침체로 자영업 부문에서 ‘1차 구조조정’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부
터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66)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30% 수준에서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
으며, 2006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2010년에는 24.6%에 머무르고 있다.
66) 2006년 이후 자영업의 감소를 ‘2차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시적인 경기
흐름에 따른 단기적인 감소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조정 단계라고 보았기 때문이
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 -0.4%, 2004년 0.3%를 기록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 4～5%를 기록(한국은행,「국민계정」)하여, 단순히 내수 침체
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영업의 2차 구조조정을 야기한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규
명은 남아 있는데, 저생산성 부문에서의 과잉 경쟁과 함께 최근 SSM(Super Super
Market; 대형 슈퍼마켓),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소모성 자재 구
매 대행) 논란에서 나타난 대기업의 약탈적인 시장 진입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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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비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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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006년 이후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
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임금근로자의 절대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
가 두드러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특히 비임금근로자에게 직접
적인 타격을 주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2000년 이후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 추세에 이어
고용주와 자영자로 일자리 감소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비임금근
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
드러지며, 2008년 전후하여 개인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가 컸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임금근로자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다가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 비임금근로자에게
서는 2003년 내수 침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기 변동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의 감소 추세가 30세 미만(1998
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30대(2002년 이후), 40대(2005년 이후)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학
력별로는 고졸을 포함한 저학력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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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별․인적 특성별 일자리 증감 추이(비농 전
산업)
(단위 : 천 명)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종 사 고용주
상 자영자
지위 무급가족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1)
산업 운수업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남성
성별
여성
15〜29
30〜39
연령 40〜49
50〜59
60〜
초졸 이하
중졸
고졸
학력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1997
399
196
34
168
-6

121
75
14
-5
105
36
45
30
43
94
50
-33
12

1998
-1,388
-279
-248
-35
4

1999
448
109
-39
153
-5

2000
924
220
106
75
39

2001
512
197
89
110
-1

2002
676
142
65
100
-23

-120 53 148 142 129
-159 56 72 55 14
-36 -34 -20 -32 -25
-179 -41 13 4 -43
-18 90 148 108 90
-37 49 46 56 83
-7 46 33 62 38
-104 42 -3 24 -25
-197 16 24 -39 -14
-79 20 135 158 112
-46 38 28 11 22
148 -19 22 38 46
-3 12 14 6 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9 544 310 327 340 181 -34
-122 62 8 -37 -70 -62 -272
22 38 -15 -36 -80 -29 -18
-99 97 59 26 38 -35 -212
-45 -73 -36 -27 -28 2 -42
-4 -8 -19 -3 -30
15 5 -44 -37 -32
-64 -45 -93 -20 -35
18 2 54 -11 3
-29 -18 -9 -17 -69
9 32 18 -3 1
55 13 36 -7 -74
33 8 -9 -50 -34 -20 -129
-156 54 17 13 -36 -42 -143
-25 -56 -30 -33 -21 11 -25
-100 -77 -115 -84 -101 -101 -135
46 10 -21 -47 -81 -22 -135
-8 109 127 86 90 32 40
-37 77 48 40 43 20 -17
-120 17 7 -17 -4 -8 -72
-97 26 -1 -34 -57 -37 -46
-99 -3 -33 -40 -47 -94 -113
8 22 9 31 22 34 -18
176 -11 34 30 12 30 -24
9 11 -8 -7 3 13 2

2010
405
-110
-17
-57
-36
29
32
-88
12
-78
-7
-20
-27
-83
-18
-39
-114
53
8
-51
-10
-33
6
-11
-11

주 : 1)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라 산업별로 일관된 취업자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는 2004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비임금근로자 대비
5% 이상이 일하고 있는 주요 산업(대분류 기준)만을 제시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나. 자영업 부문의 소득 추이
가구 소득에 관한 대표적인 조사인「가계조사」(통계청)는 2003년부터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원 2인 이상의 비농어가 가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
하고 자영자 가구의 소득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구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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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12개월 자료를 연계하여 연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67)68)
이 연구원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가계조사」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자 가구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3년 이후의 소득 추이를 파악
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구원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에 한정하였으며, 고
령화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연령을 18～59세로 제한하였다.
또한 가구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노동시장소득으로 정의
하였다.
<표 6-2>에는 자영업 부문의 실질 소득의 절대적․상대적 추이가 제
시되어 있다. 우선 가구 유형별 노동시장소득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의
노동시장소득은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
등화된 노동시장소득이다. 그리고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큰
가구를 근로소득 가구, 반대인 가구를 사업소득 가구, 노동시장소득이 없
는 가구를 무소득 가구로 정의하였다. 사업소득 가구의 노동시장소득은
근로소득 가구에 비해 전 기간 낮았는데, 2003년 근로소득 가구의 91.4%
에서 2008년 85.2%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여 2010년에는 91.8%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가구주 개인의 노동시장소
득을 살펴보면, 자영자의 실질 소득은 2003～05년 절대적으로 감소하였
으며, 2008년에 근로자의 82.9%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2010년 93.1%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사업소득 가구 또는 자영자 가구주의 노동시장소
득이 증가한 현상이 자영업의 소득 부진 추세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전체 가구(가구주)에서 사업소득 가구(자영자 가구주)의 비중

67) 월별로 조사된 가구를 별개의 가구로 간주하여 추정하는 방식은 소득의 월별 변
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자영자 가구 소득의 계절성, 근로자 가구의 상여금)를
가진다.
68)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구별로 연간 평균 소득 및
지출액을 산출한다. 둘째, 응답횟수를 고려하여 가구별 연간 가중치를 산출한다.
셋째, 연간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 특성(가구원 수, 산업, 직업 등)은 빈도가 가장
큰 월 또는 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근 월을 대표월로 선정하여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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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자영업 부문의 실질 소득 추이(전국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연령이
18～59세인 가구)
(단위 : 천 원, %)
2003 2004 2005 2006
노동시장 소득1)
전체 가구
1,433 1,466 1,488 1,548
근로소득 가구(A) 1,485 1,533 1,559 1,635
가구
사업소득 가구(B) 1,358 1,365 1,391 1,425
유형
B/A*100
(91.4) (89.1) (89.2) (87.1)
2,239 2,286 2,304 2,388
가구주 근로자(C)
2,113 2,087 2,059 2,105
취업형 자영자(D)
태
D/C*100
(94.4) (91.3) (89.4) (88.2)
2)
구성 비중
근로소득 가구
69.5 70.1 70.4 70.5
가구
사업소득 가구
29.5 28.7 28.1 27.8
유형
무소득 가구
1.0
1.2
1.5
1.8
근로자
62.9
63.7
63.4
64.0
가구주
29.8 29.4 29.8 29.2
취업형 자영자
태
무직자
7.3
6.9
6.8
6.8

2007 2008 2009 2010
1,609
1,702
1,481
(87.0)
2,484
2,135
(86.0)

1,615
1,712
1,459
(85.2)
2,529
2,098
(82.9)

1,596
1,666
1,504
(90.3)
2,450
2,217
(90.5)

1,634
1,702
1,562
(91.8)
2,506
2,332
(93.1)

71.6
26.4
2.0
64.5
28.4
7.1

72.9
25.1
1.9
66.4
27.4
6.2

74.1
24.0
1.9
66.8
26.4
6.8

74.0
24.0
2.0
66.9
25.5
7.6

주 : 1) 노동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이며,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
레이트한 실질 소득이임. 그리고 전체 가구와 가구 유형별 노동시장소득
은 가구의 균등화된 노동시장소득이며, 가구주 고용형태는 가구주의 노동
시장소득임.
2) 전체 가구(가구주)에서 해당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연간자료.

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저소득 자영업 가구(가구주)의 비중이 감소하여
자영업 구성이 변화하여 평균적인 자영소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전체 노동시장소득의 변화를 집단 간 비중이
변화한 구성 효과와 집단별 소득의 변화 효과로 요인분해(decomposition)
함으로써, 전체 노동시장소득의 변화에 대한 가구 유형별 기여도를 계산
하였다.  시점에서 전체 가구  를  개의 집단으로 나눌 경우, 평균 소득

  는 개별 집단      …   의 평균 소득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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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노동시장소득 변화의 가구 유형별 요인분해
(단위 : 천 원, %)
1)

구성비
2003 2010
근로소득 가구
사업소득 가구
무소득 가구
전체

0.695
0.295
0.010
1.000

0.740
0.240
0.020
1.000

요인분해
실질소득
연평균 구성 소득 오차
기여
2003 2010
계
증가율 효과 효과 효과
율
1,485 1,702
2.0
67 151
10 228 113.2
1,358 1,562
2.0 -75
60 -11 -27 -13.2
0
0
0.0
0
0
0
0
0.0
1,433 1,634
1.9
-8 211
-1 201 100.0

주 : 가구 단위의 균등화한 실질 노동시장소득임.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연간자료.

이제 소득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마지막 식의 첫째 항은 각 집단의 평균 소득이 초기 상태로 유지된 상
태에서 이들 집단의 구성비만 변화할 때 전체 평균 소득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여주는 ‘구성효과’이다. 둘째 항은 집단간 구성비의 변화가 없
는 상태에서 각 집단의 평균 소득이 변화하여 전체 평균 소득이 변한 정
도를 나타낸다. 이를 ‘소득변화 효과’라고 하자. 마지막 항은 시간이 이산
적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항이다.
<표 6-3>을 보면, 2003～10년에 걸쳐 노동시장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20만 1,000원 증가하였는데, 사업소득 가구는 전체 평균 소득을 13.2% 감
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소득 가구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근로소
득 가구와 마찬가지로 2.0% 증가하였지만, 사업소득 가구의 구성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표 6-4>는 전 가구를 노동시장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노동시장소득의 변화를 가구 유형별로 요인분해한 것이다.
우선 모든 소득분위에서 사업소득 가구의 비중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하위 1분위와 2분위에서 구성 비중의 절대적 하락폭이 크다. 그리고 노동
시장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는데, 하위 1분
위의 노동시장소득은 연평균 0.5% 증가에 그쳤다.

168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표 6-4> 소득분위별 노동시장소득 변화의 가구 유형별 요인분해
(단위 : 천 원, %)
구성비

실질소득

2003 2010 2003 2010

요인분해

연평균 구성 소득 오차
계
증가율 효과 효과 효과

근로소득 가구 0.676 0.691

527

583

1.5

8

38

1분 사업소득 가구 0.278 0.215
위 무소득 가구
0.046 0.094

546

575

0.8 -34

8

508

527

0.5 -27

46

1.6

75

전체

1.000 1.000

근로소득 가구 0.631 0.707 1,015 1,134
2분 사업소득 가구 0.369 0.293 1,001 1,137
위 무소득 가구
0.000 0.000
전체

77

1.8 -76

1

기여
율

46 251.1

-2 -28 -151.1
-1

18 100.0

9 162 129.3

50 -10 -37 129.3

1.000 1.000 1,010 1,135

1.7

1 125

-1 125 100.0

근로소득 가구 0.686 0.736 1,329 1,491

1.7

65 111

8 184 113.8

3분 사업소득 가구 0.314 0.264 1,331 1,494
위 무소득 가구
0.000 0.000
전체

1.7 -65

51

-8 -22 -13.8

1.000 1.000 1,330 1,492

1.7

0 162

0 162 100.0

근로소득 가구 0.705 0.762 1,699 1,955

2.0

97 181

15 293 115.2

4분 사업소득 가구 0.295 0.238 1,699 1,945
위 무소득 가구
0.000 0.000
전체

2.0 -97

73 -14 -39 -15.2

1.000 1.000 1,699 1,953

2.0

0 254

1 254 100.0

근로소득 가구 0.774 0.806 2,652 3,105

2.3

86 350

15 450 102.1

5분 사업소득 가구 0.226 0.194 2,546 2,922
위 무소득 가구
0.000 0.000
전체

1.000 1.000 2,628 3,069

2.0 -82
2.2

85 -12

3 435

-9

-2.1

2 441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연간자료.

소득분위별 노동시장소득 변화를 가구 유형별로 요인분해한 결과에 따
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사업소득 가구는 평균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하위 1분위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은 구성 효과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자영업 부문에서 소
득 증가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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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영업 종사자의 비공식 취업 실태
자영업은 조세, 사회보험, 기타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비공식 취
업에 머무르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비공식 취업은 불완전한 소득 파악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서는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
장 제외)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조직 형태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묻고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취업자는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 가
입자)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2010년
8월 현재 27.1%의 자영업주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영업주의 46.8%는 지역 가입자이며, 21.7%는
사업장 가입자, 미가입자는 30.1%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이 없
는 사업체의 자영업주가 국민연금에 미가입하는 비중은 57.7%로, 사업자
<표 6-5> 자영업주의 사업자 등록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18～59세)
(단위 : 천 명, %)
국민연금 가입 또는 수급권자
소계

사업자
등록

유
[행 백분율]
(열 백분율)
<백분율>
무
[행 백분율]
(열 백분율)
<백분율>
전체

2,539
[83.6]
(80.2)
<58.5>
499
(16.4)
(42.3)
<11.5>
3,038
(69.9)

사업장
가입자
932
[98.7]
(29.4)
<21.5>
12
[1.3]
(1.0)
<0.3>
944
(21.7)

미가입자
지역
수급권자
가입자
1,573
[77.4]
(49.7)
<36.2>
458
[22.6]
(38.9)
<10.5>
2,032
(46.8)

34
[54.5]
(1.1)
<0.8>
28
[45.5]
(2.4)
<0.7>
62
(1.4)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626
[47.9]
(19.8)
<14.4>
680
[52.1]
(57.7)
<15.7>
1,306
(30.1)

전체
3,165
[72.9]
(100.0)
1,178
[27.1]
(100.0)
4,3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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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주의 미가입률 19.8%에 비해 세
배나 높다.
자영업 부문에서 공식 취업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또는
수급)한 자로 조작적인 정의를 할 경우, 공식 취업의 비중은 58.5%에 그친다.
<표 6-6>은「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가구 노동시장소득에 따라 5분위
로 나누어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부담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노동시장 소득액과 지출액은 모두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균등화하였다.
사업소득 가구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는 70.4%로 근로소득
가구의 85.1%에 비해 낮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 보험료 납부율 또
한 낮은데, 하위 1분위는 45.5%, 2분위는 65.6%에 그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근로소득 가구에 비해 사업소득 가구의 연금 보
험료 납부율이 낮다는 점이다.
<표 6-6>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납부 여부 및 사회보험료의 비중(2010)
(전국 1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연령이 18～59세인 가구)
(단위 : %)

근로소득 가구

사업소득 가구

근로소득 가구

사업소득 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사회보험 납부 여부>
공적연금
52.3
85.5
90.9
97.3
건강보험
83.5
96.8
97.8
99.2
기타 사회보험
46.5
75.8
78.0
84.3
공적연금
45.5
65.6
80.1
79.8
건강보험
81.6
96.2
97.4
95.5
기타 사회보험
6.5
17.7
22.1
24.5
<노동시장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1)>
공적연금
2.5
3.1
3.3
3.5
건강보험
3.7
2.4
2.3
2.4
기타 사회보험
0.2
0.3
0.3
0.3
소계
6.5
5.8
5.9
6.2
공적연금
3.6
2.5
2.5
2.5
건강보험
5.9
3.8
3.1
2.8
기타 사회보험
0.0
0.0
0.0
0.0
소계
9.5
6.3
5.7
5.3

5분위

전체

98.5
99.6
79.7
83.6
96.3
30.9

85.1
95.4
72.9
70.4
93.4
20.0

3.5
2.4
0.3
6.2
2.2
2.3
0.0
4.6

3.4
2.5
0.3
6.1
2.5
3.1
0.0
5.6

주 : 공적연금, 건강보험, 기타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를 납부한 가구에 한
정함.
자료 : 통계청(2010), 가계조사 연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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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비 지출의 긴급성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율은 매우 높은 수
준이다. 하위 1분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
소득 가구에서 기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은 고
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료 부담을 보면, 사업소득 가구에서 사회보험료 총액이 노동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근로소득 가구의 6.1%에 비해 낮
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하고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가구의 보험
료 부담이 낮은 것은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업소득 가구에서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의 상대적인 부담은 높은데, 하위
1분위에서 보험료 부담은 노동시장소득의 9.5%인 반면 상위 5분위에서는
4.6%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소득 파악률이 높은 데다가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3.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가.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한국노동패
널』2000～0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시기는 외환위기 영향에서 벗
어난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으로서 자영업
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비농림어업의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학교를 마친 18～59세
로 한정하였다. ‘개인 자료’에서 이웃하는 연도별로 개인을 대응시켜 연간
연결 패널자료(year-to-year matched panel)를 만들고 이를 통합(pooling)
하여 8개년에 걸친 1만 411개의 비임금일자리 자료를 구성하였다. 한편
‘직업력 자료’의 일자리 번호를 이웃하는 연도별로 결합함으로써 일자리
이동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구 자료’에서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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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한 연간 경상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빈곤층), 50～150%(중
간층), 150% 이상(상위층)으로 분류한 가구정보를 결합하였다.
<표 6-7>은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다음 해에 일자리 이동 여부와 취
업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2000～08년에 걸쳐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다음
해에 일자리를 지속하는 경우는 84.8%에 이른다.69) 임금근로자의 1년간
일자리 유지율 74.4%에 비해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일자리 유지율은 크
게 높다.
한편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다음 해에 임금근로로 전
환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시기별로 보아도 임금근로 전환율은
4～5%에 그치고 있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에도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임금근로자가 주로 임금노동시장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과
<표 6-7>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노동이동
(단위 : %)
유지
2000〜01
2001〜02
2002〜03
2003〜04
비임금
근로자
2004〜05
2005〜06
2006〜07
2007〜08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2000-08 평균
자영자
무급가족
2000-08
임금근로자

84.4
82.7
83.0
84.8
85.1
85.3
86.7
85.9
84.8
86.7
83.9
84.4
74.6

정규 비정규
4.2
1.5
3.5
1.6
2.3
1.4
2.4
2.4
2.3
1.9
2.5
2.6
2.2
2.4
2.7
1.9
2.7
2.0
2.6
1.4
3.0
2.3
2.3
2.1
8.0
3.8

이동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비취업
1.1
2.0
1.1
5.7
1.7
2.5
1.4
6.5
1.4
2.6
1.0
8.2
0.9
1.6
0.9
7.0
1.6
2.0
0.5
6.5
0.7
2.4
0.6
6.0
0.7
1.5
0.4
6.1
1.2
2.5
0.4
5.4
1.2
2.1
0.8
6.4
2.0
1.7
0.4
5.2
1.1
2.8
0.4
6.5
0.2
1.0
2.1
7.8
0.9
1.6
0.5 10.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69) 비임금근로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비임금 일자리 유지
율이 높은 것은 노동패널 표본이 노후화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임금근로
자의 유출이 크지 않더라도 비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유입 하락에 의해 비임금근
로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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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대비된다. 한편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4.1%는 다른 자영업 일자리로
이동하고, 6.4%는 다음 해에 비취업 상태로 전환하고 있다.
나 노동이동 유형별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노동이동을 일자리 유지 여부 및 재취업 형태에
따라 일자리 유지, 임금근로 전환, 다른 비임금근로 전환, 미취업 등의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노동이동 유형별로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
을 제시한 것이 <표 6-8>이다.
인적 특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자리 유지률이 높지만, 이
탈 시 임금근로 전환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일자리 유지율이 낮
고, 이탈 시 임금근로 전환율이 높다. 학력이 낮을수록 비임금 일자리 유
지율이 높고, 이탈 시 임금근로 전환율은 낮다.
한편 일자리 특성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자리 유지율이 자영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탈 시 임금근로 전환 비중이 가장 낮다. 한편 사업장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일자리 유지율이 낮고, 임금근로 전환율이 상대적
으로 높다. 산업별로는 생계형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음식숙박
업의 비임금 일자리 유지율이 낮은데, 임금근로 전환율은 상대적으로 낮
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적자이거나 적을수록 일자리 유지율이 낮고, 임
금근로 전환 비중이 높다.
가구 소득 계층별로는 빈곤층의 비임금 일자리 유지율이 낮고, 이탈 시
비취업 상태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이탈자 대비 임금근로로의 전
환 비중이 높지는 않다.
비임금 일자리의 이탈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비임금 일
자리 자료’에서 일자리 유지자는 복수의 관측치를 가지므로 개인의 관찰
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여야 한다. 추정모형은 인적 특성, 비임금 일
자리 특성, 가구 특성을 포함하는데, 기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들
이 있기 때문에 확률효과 로짓 모형(random effect logit model)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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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노동이동 유형별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
(단위 : %)
일자리 임금 전환 비임금
유지
(A)
전환(B)
전체
84.8
4.7
4.1
남성
86.7
5.1
4.0
성별
여성
82.1
4.3
4.2
30세 미만
67.4
13.8
5.4
30대
81.5
6.3
5.0
연령
40대
86.3
4.2
4.2
50대
88.1
2.8
2.8
중졸 이하
87.3
3.6
3.3
고졸
84.0
5.0
4.2
학력
초대졸
80.6
6.9
4.7
대졸 이상
83.7
5.3
5.0
고용주
86.7
4.0
4.1
종사상
자영자
83.9
5.3
4.3
지위
무급가족
84.4
4.4
3.4
0인
83.9
5.3
4.3
사업체 1〜4인
85.5
4.4
4.3
5〜9인
88.1
2.3
2.8
규모
10〜29인
91.5
2.8
2.1
1년 미만
74.0
8.6
6.2
3년 미만
79.4
6.9
5.2
5년 미만
83.2
5.0
5.1
근속
10년 미만
89.6
3.3
3.1
20년 미만
92.9
1.9
2.1
20년 이상
94.7
1.3
1.5
제조업
90.2
3.6
1.6
건설업
85.7
5.8
3.8
도소매음식숙박업
82.2
5.0
5.3
산업
운수창고통신업
88.4
4.3
3.3
금융보험부동산업
84.8
4.3
4.5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85.0
5.1
3.2
소득 있음
85.8
4.5
4.1
소득
월평균소득(실질, 만원) 238.4
150.5
194.2
적자
71.7
9.8
6.3
빈곤층
71.2
10.4
5.4
가구
중간층
84.9
5.0
3.9
소득
상위층
88.7
2.5
3.8

비취업
A/
전환(C) (A+B+C)
6.4
31.2
4.3
38.0
9.5
23.7
13.3
42.4
7.2
33.8
5.3
30.8
6.3
23.8
5.7
28.5
6.8
31.5
7.8
35.4
6.0
32.3
5.2
30.3
6.5
32.8
7.8
28.3
6.5
32.8
5.8
30.3
6.8
19.6
3.5
33.3
11.3
32.9
8.4
33.5
6.7
29.8
4.0
31.4
3.1
26.3
2.5
23.8
4.6
37.1
4.8
40.2
7.5
28.1
4.0
37.2
6.4
28.2
6.7
34.1
5.6
31.7
149.5
226.9
12.3
34.5
13.0
35.9
6.2
33.4
5.0
2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비임금 일자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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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는 비임금 일자리 이탈을 결정하는 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
한 결과이다. rho가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자료를 통합(pooling)
하지 않고 패널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계 효과는 모든 변수의 평균값 수준에서 연속변수의 경우 한 단위
증가 시 확률의 변화분을, 더미변수의 경우 0에서의 1로 변할 때의 확률
변화분을 의미한다.
인적 특성별로 보면, 앞서 기술통계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일자리 이탈
률이 낮고, 30대 이하 연령계층의 비임금 일자리 이탈률이 높다. 저학력
자는 비임금 일자리 이탈률이 낮다.
<표 6-9> 비임금 일자리 이탈의 결정 요인(확률효과 로짓 모형)
표본 특성
평균 (표준편차)
<인적 특성>
남성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중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일자리 특성>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월평균 사업소득
<가구 소득계층>
빈곤층
상위층


표본수
LR  
Log likelihood

추정결과
한계효과 (표준오차)

0.598 (0.490)
0.037 (0.189)
0.263 (0.440)
0.431 (0.495)
0.318 (0.466)
0.071 (0.257)
0.151 (0.358)

-0.061 (0.010) ***
0.161 (0.035) ***
0.043 (0.013) ***
0.008 (0.010)
-0.040 (0.009) ***
0.018 (0.017)
0.021 (0.013)

0.285 (0.452)
0.203 (0.402)
181.5 (318.2)

-0.004 (0.009)
-0.055 (0.009) ***
-0.0002 (0.0000) ***

0.093 (0.290)
0.355 (0.478)

0.139 (0.018) ***
-0.041 (0.008) ***
0.269 (0.026)
9,996
136.19 ***
-3,947.42

주 : 1) 기준 변수는 여성, 50～59세, 고졸, 자영자, 소득 중간층에 속한 개인임.
2) rho=0의 우도비 검정 결과 : chibar2(01) = 136.19 Prob > = chibar2 = 0.000.
3) 추정결과에서 연도 효과는 제시하지 않음.
4)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비임금 일자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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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자에 비해 일자
리 이동성이 유의하게 낮은데,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여
성 배우자의 이동 여부는 가구주인 자영자의 지위와 연동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평균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비임금 일자리 이탈 확률은 유의하
게 낮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빈곤층은 중간층에 비해 이탈 확률이 유의
하게 높으며, 상위층은 일자리 유지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비임금일자리 이탈자를 대상으로 전환 유형의 결정요인을 추정
하였다. 전환 유형은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비취업 등 세 가지의 명목형
반응변수이기 때문에, 다항로짓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으로
추정하였다. 전환유형별 반응 확률을 {       }라 하면






 을 만

족한다. 로짓은 미취업집단을 기준으로 나머지 반응변수의 확률로 정의
하였다. 예를 들어 비취업 상태에 있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있을 가능성은

log   log   로 나타난다. 추정하고자 하는 다항로짓 모형은 다

음과 같다.

logÿ    log        ′ 


  



각각의 로짓은 별개의 상수항과 회귀계수를 가진다. 설명변수로는 앞
서와 마찬가지로 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 가구 특성을 포함하였다.
추정결과는 한계 효과로 제시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임금근로 전
환과 다른 비임금근로 전환율이 유의하게 높다. 30세 미만의 청년층은 임
금근로 전환율이 높고, 비임금근로로의 전환율이 낮다. 30대는 50대에 비
해 임금근로 전환율이 높으며, 40대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전환율 모
두 50대에 비해 높다.
한편 학력별로는 전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평균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이탈 시에 다른 비임금근로로의 전환율이 높은 점
을 제외하고는 일자리 특성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추정결과는
흥미롭다.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일자리 이질성이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
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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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비임금 일자리 이탈 시 전환 유형에 대한 추정결과(다항로짓 모형)

남성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중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자영자
무급가족
월평균 사업소득
빈곤층
상위층
표본수
LR  
Log likelihood

표본 특성
임금근로/비취업
비임금근로/비취업
평균 (표준편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0.527 (0.499)
0.153 (0.027) ***
0.065 (0.026) **
0.079 (0.269)
0.262 (0.063) ***
-0.093 (0.047) **
0.320 (0.467)
0.133 (0.041) ***
0.045 (0.038)
0.393 (0.489)
0.084 (0.037) **
0.081 (0.034) **
0.267 (0.442)
0.031 (0.033)
0.020 (0.031)
0.089 (0.284)
0.014 (0.045)
-0.042 (0.041)
0.161 (0.368)
-0.008 (0.036)
0.018 (0.035)
0.249 (0.433)
-0.003 (0.030)
-0.004 (0.028)
0.204 (0.403)
0.018 (0.037)
-0.020 (0.034)
130.6 (193.9)
-0.0001 (0.0001)
0.0001 (0.0001) **
0.177 (0.382)
0.019 (0.033)
-0.074 (0.030) **
0.267 (0.442)
-0.103 (0.028) ***
0.081 (0.029) ***
1,500
169.84 ***
-1,532.98

주 : 1) 기준 변수는 여성, 50～59세, 고졸, 자영자, 소득 중간층에 속한 개인임.
2) 추정결과에서 연도 효과는 제시하지 않음.
3)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비임금 일자리 자료.

또한 빈곤층의 임금근로 전환율이 중간층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
는 추정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의 비취업 전환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만,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빈곤층의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도 시사한다. 한편 상위층은 중간층에 비하여 임금근
로 전환율이 낮고 비임금근로 전환율이 높다.
다. 임금근로 전환과 일자리의 질
1)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 변화
노동이동 유형별로 소득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때 무급가족종사자, ‘적
자’를 보고 있다는 표본, 소득 정보가 누락된 표본을 제외하였다.  기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일자리 유지자, 비임금근로 전환자, 임금근로 전환자
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음 해의 소득 변화를 보면, 다른 비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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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 변화
(단위 : 만 원)
t

t+1

변화

일자리 유지

253.9

259.8

6.0

임금근로 전환

175.5

158.1

-17.4

비임금근로 전환

221.3

249.3

28.1

주 :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비임금 일자리 자료.
<표 6-12>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 변화(확률 효과 회귀 모형)

남성
연령
연령 제곱
중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자영자
로그 월평균 소득(t기)
임금근로 전환
비임금근로 전환
상수항
sigma_u
sigma_e
rho
표본수
overall R-sq

표본 특성
평균 (표준편차)
0.732 (0.443)
44.255 (8.018)
0.303 (0.460)
0.078 (0.268)
0.177 (0.382)
0.647 (0.478)
5.207 (0.749)
0.049 (0.217)
0.036 (0.186)

추정결과
한계효과 (표준오차)
0.218 (0.020) ***
0.059 (0.009) ***
-0.001 (0.000) ***
-0.148 (0.022) ***
0.034 (0.033)
0.125 (0.024) ***
-0.155 (0.016) ***
0.450 (0.011) ***
-0.199 (0.029) ***
0.046 (0.033)
1.644 (0.200) ***
0.239
0.419
0.245
6,872
0.547

주 : 1) 추정결과에서 연도 효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기준 변수는 여성, 고졸, 고용주, 비임금 일자리 유지자임.
3)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비임금 일자리 자료.

전환시 28만 원의 소득 증가가 있으며, 일자리 유지자는 6만 원의 소득
증가가 있는 반면 임금근로 전환 시에는 17만 4,000원의 소득이 평균적으
로 하락하였다.70)
70)「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자영업주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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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동 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를 회귀 분석하였다. 앞서 지적한 것
처럼, ‘비임금 일자리 자료’에서 일자리 유지자는 복수의 관측치를 가지므
로, 확률 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회귀 분석하였다. 종속 변
수는    기의 로그 임금이며, 소득 변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명변
수에  기의 로그 임금을 포함하였다.
<표 6-12>의 추정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한다. 우리의 관심인
전환 유형별 효과를 보면, 비임금 일자리 유지자와 비교하여 다른 비임금
근로 전환자의 소득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임금근로 전환자의
실질 소득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 공식 취업으로의 전환
「한국노동패널」에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조직 형태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2000년과 2008년의 두 해에만 조사되었다. 두 해의
자료를 개인별로 결합함으로써 비임금근로자의 공식 취업으로의 전환을
분석할 수 있다. 2000년 비농림어업의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임
금근로자 가운데, 학교를 마친 18～59세인 자를 2008년 자료와 결합하여
1,084개의 비임금 일자리 자료를 구성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공식 취업
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국민연금
에 가입한 경우으로 정의하였다. 임금근로로의 전환 시에는 국민연금, 건
강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를 공식 취업으로 정의하였다.
2000년 비임금근로자에서 공식 취업의 비중은 43.9%로 조사되었다. 공
식 취업 여부별로 8년 후의 상태를 보면, 공식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유
지율은 50.4%인 반면 비공식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유지율은 35.5%로
서, 비공식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낮다. 비공식 비임금근로자가 8년
후에 비취업 상태에 있는 비중은 22.9%로, 공식 비임금근로자의 12.8%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한 소득을, 임금근로자에게는 임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묻고 있다. 자영업
주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과소 보고하고 가구 지출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영업주의 소득과 임금근로 전환에 따른 소득 비교는 제한적
인 의미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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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공식 취업 전환
(단위 : 명, %)
2008
유지
2000
공식비
240
(50.4)
임금
비공식
216
비임금 (35.5)
456
전체
(42.1)

전환
이탈 시
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전체
임금
비취업
취업
임금 임금 비임금 비임금
전환
39
44
49
43
61
476
328
83
(8.2)
(9.2) (10.3)
(9.0) (12.8) (100.0) (68.9) (35.2)
46
74
42
91
139
608
88
120
(7.6) (12.2)
(6.9) (15.0) (22.9) (100.0) (14.5) (30.6)
85
118
91
134
200
1,084
(7.8) (10.9)
(8.4) (12.4) (18.5)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비임금 일자리 자료.

비공식 비임금근로자가 2008년에 공식 취업 상태에 있는 비중은 14.5%
로, 공식 비임금근로자의 68.9%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비임금 일자리 이
탈 시 비공식 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 전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공식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중도 7.6%로 공식 비임금근로자의
8.2%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뒤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공식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공식 취업 여부는 이항 변수이므로 로짓 모
형으로 추정하였다.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제한된 설명 변수만을 포함하
였으며, 전환 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2000년 관측값이다.
<표 6-14>의 추정결과를 보면 인적 특성 가운데 학력만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졸 이하 저학력자는 공식 취업 전환율이
고졸자에 비해 낮으며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높다. 종사상 지위별 공
식 취업 전환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2000년의 비공식 취업 여부와 임금노동시장 진
입의 영향이다. 비공식 취업 종사자의 이후 공식 취업률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공식 취업 종사자에 비해 9.4% 낮게 나타나 비공식 취업자
는 공식 취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임금근로로의
전환이 비임금근로 전환에 비해 공식 취업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지는
않는다. 임금노동시장 진입이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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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공식 취업 전환 결정요인(로짓 모형)

남성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중졸 이하
초대졸 이상
자영자
무급가족
비공식 취업
임금근로 전환
표본수
LR chisquare
Log likelihood

표본 특성
평균 (표준편차)
0.619 (0.486)
0.037 (0.190)
0.379 (0.486)
0.439 (0.497)
0.301 (0.459)
0.180 (0.385)
0.549 (0.498)
0.185 (0.388)
0.591 (0.492)
0.474 (0.500)

추정결과
한계효과 (표준오차)
0.084 (0.059)
0.161 (0.148)
0.035 (0.082)
0.097 (0.078)
-0.119 (0.058) **
0.125 (0.070) *
-0.013 (0.060)
-0.042 (0.090)
-0.094 (0.055) *
0.033 (0.050)
428
31.02 ***
-274.38

주 : 1) 기준 변수는 여성, 50～59세, 고졸, 고용주, 공식 취업 경험, 비임금근로 전환
자임.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08),「한국노동패널」, 비임금 일자리 자료.

4. 요약과 시사점
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매우 낮은 상황에 주목하여 영세 자
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실태와 임금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의 일자리 감소는 남성, 50세 미만,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
하는 비중은 매년 4～5%에 불과하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임금근로 전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저소득 자영자 가구에서 자영업 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
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의 임금근로 전환율은 중간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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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가구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
하더라도 실질 소득은 감소하며, 사회보험 가입으로 정의한 공식 취업 가
능성을 높이지도 않는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에서 임금근로 전환율이 낮은 이유가 저
임금 일자리의 부족(최경수, 2009)이라기보다는 임금근로의 유인이 낮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임금 일자리의 인위적인 창출을 통해 임금
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2차 자영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보
기는 어려우며, 경제 양극화와 대기업의 약탈적인 시장 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과도한 현실을 고려하더
라도,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급속한 구조조정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세자영업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고령자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연령 차별 금지, 임금체계 개편 지원, 중장년 이직자를 대상
으로 한 전직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근로의 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뒷
받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
금의 실효성 제고,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단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
용 등과 함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등은 임금근로
에 대한 보상(make paid employment pay)을 통해 임금근로 전환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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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30년 전쟁과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가. 30년 전쟁의 인류학적 의미
30년 전쟁(1914〜44) 시기에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대규모 파괴와 학
살, 특히 홀로코스트는 문명인(유럽인)에 의한 문명인(유럽인)의 학살이
었다는 점에서 일대 사건이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살 또는 착취는
예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유럽인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 또는 아프리
카 대륙 원주민의 학살이나 산업혁명 이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프롤레
타리아 계급의 착취가 그런 예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피학살 대상이
‘야만인’이었고, 야만인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으로는 노예적 착취였을지언정 적어도 형식
상으로는 평등한 자유인 사이의 계약을 매개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30
년 전쟁의 홀로코스트와는 다른 것이다. 대단히 인본주의적이며 대단히
신실하기까지 한 20세기 부르주아 기독교도들이 히틀러를 용서할 수 없
었다면, “그것은 그가 백인에게 죄악을 저질렀고 백인에게 모멸감을 선사
71) 이 글은 Alain Supiot 교수가『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전체주의에 맞서는 사회적
정의』(L’esprit de Philadelphie.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é total, Paris,
Seuil, 2010)에서 제시한 분석과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현실
에 맞게 고친 것이다. 이를 표절이라 하든 오마쥬라 하든 그건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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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백인을 대상으로 백인만의 전유물인 식민주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72) 문명인에 대한 학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이 필요했으며(희생자들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렸
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는 학살
의 효율화(가스실)와 체계화(수용소)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것은 근대
의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던, “고도로 합리화된 집단살인”73)이
었다. 그런 점에서 대학살은 역사 속에 잘못 끼워진 삽화로서 병리적인
(야만적인,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합리적인, 근대적인) 것이
었다. “홀로코스트는 전근대적 야만을 향한 역행이기는커녕 근대성을 필
수적 조건의 하나로 요구한다. (...) 근대의 과학과 기술, 산업화 과정에 의
해 홀로코스트라는 과업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
던 것이다.”74) 히틀러는 돌연변이나 괴물이 아니라 근대인의 자화상이었
던 것이다. 히틀러와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유태인은 우리와 다르
다고 말했던 히틀러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다름없다.
근대적 합리성이 결국 도달한 곳은 아우슈비츠였다는 사실은 근대성의
육화로 간주되었던 근대국민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전개되었던 사상적 흐름들, 이른바 포스
트 모더니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적 흐름이나 하버마스 또는 롤스 류
의 절차적 정의론의 득세 또는 시민사회론의 대두 등은 모두 국가의 정당
성에 대한 근원적 의심과 관련되어 있다. 정재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미술의 변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발언을 하고 있다. “제2차 대전이
남긴 상처는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로 잰 듯한 기하학적 추상
대신 감성과 무의식에 기댄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 미술가들을 열광하게 만
들었다.”75) 칸딘스키가 최후의 근대적 화가였다면, 폴록은 최초의 탈근대
적 화가인 것이다. 요컨대 30년 전쟁과 대학살의 경험은 인간사회의 모든
부문에 반영되어 이후의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72)
73)
74)
75)

에메 세제르(2011),『식민주의에 대한 담론』, 이석호 옮김, 그린비, p.14.
조지 리처(2004),『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김종덕 옮김, 시유시, p.59.
마크 네오클레우스(2002),『파시즘』, 정준영 옮김, 이후, pp.151〜152.
정재승(2001),『과학콘서트』, 동아시아,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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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당성 회복을 위하여 두 가지 복안을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정치경제공동체(유럽공동체, 국제연합)를 건설하여 전쟁을 방지하는 것
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들의
정점에 필라델피아 선언이 있다.
나.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1944년 5월 10일 ‘형제애’라는 뜻을 가진 미국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아직 전쟁도 끝나기
전에 이런 선언을 채택한 까닭은 무엇인가?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
구의 헌장(베르사이유 강화조약 제13편)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라고 천명하였다. 필라델피
아 선언은 이를 재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사회
적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과대망상
이나 기우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이성적 사고이다. “국제노동기
구 헌장 속에 포함된 선언의 근거는 경험에 의하여 완전히 증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를 재정초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
되어야 했으며, 그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원칙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은 이후 국제 질서를 정초하는 모든 문서의
기준이 된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이전의 인권 선언들과 다른 점은 인간의 양가적 존
엄성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선언은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 없이 자유와 존엄성, 경제적 안정 및 기회 균등 속에서 자신들의 물
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II-a)라고 천명하면서,
인간의 사물화에 대한 반성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추상적 인간관을 극복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을 순전히 살덩어리로만 파악했던 전체주의와
단절하고, ‘물질적 진보’를 추구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을 추상적 존
재로 파악했던 근대 초기의 형식적 인간관을 극복한다. 파스칼이 갈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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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와 복지를 결합한 데 있다. 선
언은 첫머리에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에 대한
존중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I-a) 둘째, 집단적 자유의 승인이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다.”(I-b) 셋째, 연대사상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I-c) 넷째, 사회적 민주주의 원칙이다.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
다.”(I-d)
이 원칙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음의
두 사례를 보자. “노조를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복지 수준을 충족시켜준다면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으로 본다.”76) “그러나 임직원들에게 노조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만들
겠다는 경영철학은 변함이 없다.”77) 이 두 사례는 복지를 어쨌든 잘 살기
만 하면 되는 결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불가결한
과정으로는 전혀 사고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선언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의 것이다. 복지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
로 제공되는 은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를 결과로서만 사고했던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
을 담고 있다. 가령 나치의 복지 수준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파업은 금지되었다.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자선에 불과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국가에
게 거지 취급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필라델피아 선언의 특징은 경제를 사
회적 정의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한 점에 있다. ‘사
회적 정의’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 헌장에서도 제시된 개념이지만 그것
76) 포스코 관계자의 말.『경향신문』, 2011. 6. 29.
77) 삼성에버랜드 관계자의 말.『경향신문』, 2011. 7. 14.

제7장 복지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187

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필라델피아 선언이다. 사회적 정의란 모든 인
간이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성, 경제적 안정 및 기회
균등 속에서 자신들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
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국내 정책 및 국제 정책
일체의 핵심적인 목적”(II-b)이 되어야 하며, “경제 금융 영역에서 취해지
는 모든 프로그램과 조치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 근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만 채
택되어야 한다.”(II-c) 선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
확하다. 사회적 정의가 목적이고 경제는 수단이다. 그 반대가 될 때 사회
는 파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천명된 정신, 곧 필라델피아 정신은 전후 서구에서
복지국가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른바 ‘영광의 30년’ 동안 노동자
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고, 빈부 격차는 줄어들었으며, 노동운동은 활발
했다. 바야흐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
반부터 거대한 반전이 일어난다. 그 기저에는 신자유주의 ‘반혁명’(프랑스
혁명기의 용법으로)78)이 있다.

2. 거대한 반전
가. 신자유주의 반혁명
‘신자유주의’(프랑스에서는 ‘극단적 자유주의’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인
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복지국가의 해체와 자생적 시장질서의 복원을
의도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구공산주의 몰락을 계기로 전 세계적 단일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79) 사회적 정의란 환상이며, 정치가 이 환상을 뒤쫓을 때 민주주의는
78) Michel Péronnet(1988), Les 50 mots clef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rivat, p.97.
79)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991),『신자유주의와 법』, 양승두․정순훈 역, 연세대학
교 출판부.
(1997),『법․입법 그리고 자유Ⅱ : 사회적 정의의 환상』, 민경국 역,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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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과 재화의 분배를 탈정치화하고 자생적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 ‘제한된 민주주의’80)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필라델피아 선언과 선언에서 목적으로 제
시한 사회적 정의는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성(경험
적 이성)의 산물임을 깨닫지 못한 비이성적 주장이며, 자본주의 시장은
결코 자생적 질서가 아니라 법률적 허구 위에 성형된 인위적 질서라는 사
실에 눈감는 맹목적 주장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논쟁을 비껴가는 것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과학적 규범과 종교적 규범이 그것이다. 전자는 과학에 의하여 발견되는
것이며(엄밀하게 말하자면, 과학적 발견도 정치적 논쟁을 비껴가지 못한
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후자는 신에 의하여 계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정치적 논쟁을 통하여 천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슬람 국가는
신이 직접 관장하는 정부이기에 민주주의적 장치가 불필요하다.”81)라는
말은 이를 대변한다. 신자유주의는 여기에다 경제적 규범을 추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과학이기 때문이란다(누군가에게는 차라리 종
교이리라). 경제학이 과학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통계와 수학이
다. 아예 통계와 수학만으로 하는 경제학을 ‘경제과학’(economic science)
이라고 부르는 용법도 등장할 정도이다. 경제학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이른바 ‘노벨경제학상’이다. 노벨경제학상의 공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여 스웨덴 중앙은행이 경제학에 수여하는 상”이
다. 즉 이 상은 노벨물리학상이나 노벨화학상과는 달리 과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이지만, ‘노벨경제학상’으로 약칭되면서 마치 경제학이 물
리학과 같은 반열에 놓이는 과학인 것 같은 착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10여년 전에도 일
군의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이 상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노벨경
기업센터.
(1997),『법․입법 그리고 자유Ⅲ : 사회적 정의의 환상』, 서병훈 역, 자유
기업센터.
80)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997),『법․입법 그리고 자유Ⅲ: 자유사회의 정치질서』, p.165.
81) 이란 최고지도자를 뽑는 전문가 회의의 구성원인 메스바흐 야르디의 말.『시사
IN』제181호, 201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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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상은 경제학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주제에 과학의 아우라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82)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집권으로 정치적 기반을 획
득하는 데 성공한다. 대처는 하원에서 하이예크의 책(The Constitution of
Liberty)을 치켜들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This is what we believe.”
또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무역기구 또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도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제
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무기로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한편 국제기구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는 국내의 제도가
동조하는 바도 적지 않다. 가령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전
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은 학교 급식에 국내 농산물을 쓰도
록 한 조례는 GATT 협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1994년도 GATT
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1994. 12. 31. 다자조약 제
1265호)의 부속 협정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 법령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법원이 국제노동기구 헌장(1991.
12. 9. 다자조약 제1066호)의 부속 문서인 필라델피아 선언의 재판규범성
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
신자유주의는 구공산주의의 해체와 함께 전 세계적 단일 이데올로기로
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공산주의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신자
유주의의 세례를 받아들였으며, 과거 극좌파 활동가들은 오늘날 신자유
주의의 설교자로 변신하였다. 이는 놀랄 일만은 아니다. 구공산주의와 신
자유주의에는 생각보다 깊은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경제
적 합법칙성을 신봉하며 법과 국가를 경제법칙에 대한 도구로 간주한다
는 점에서 공통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의 경우에 경제적 합법칙성
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과학적
시장주의로 변주될 뿐이라는 점과 전자의 경우에 법과 국가는 프롤레타
리아 독재에 복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시장 독재
에 복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구공산주의와 신자유
주의가 결합한 ‘공산주의시장경제’가 탄생한다.
82) Le Mond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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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국가의 사유화
신자유주의 반혁명은 이데올로기로서는 시장전체주의로 나아갔고 현
실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신자유주의는 복
지국가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행위에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각자가 자신의 입법자라는 사상을 전개한다. 각자는 스스로 합
의한 것 외에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
회는 개인들이 각자의 계산에 근거하여 합의한 계약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외부의 규칙을 강제하는 시스템은 박멸 대
상이 되며, 개인의 동의가 의무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하지만 “규제가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규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옛날에
는 출생이 거의 유일한 사회적 분류 원칙이었다. 오늘날에는 상속 재산과
재능 이외에 타고난 불평등이 없다. 그러나 형태는 변해도 목적에는 변함
이 없다. 그리고 규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보다 우월한 권위, 즉 집단
적 권위로만 부과될 수 있다.”83)
개인의 동의가 의무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생각, 즉 의사합치론은 노
동법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강자의 의사에 대
한 약자의 동의에 대한 방법론적 회의, 즉 의사종속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합치론은 종국에는 노동법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다. 가령
“근로계약의 성립 근거는 의사인가, 종속인가?”라는 질문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
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은 복지국가의 해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를 신봉하는 과두지배집단에 의한 복지국가의 사유화로 귀결되었다. “누
구나 자신만의 스테이트가 필요하다”라는 모 건설회사의 아파트 광고 문
구는 국가의 사유화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과 다름
없다. 복지국가의 사유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회권의 ‘마태효
과’—“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
앗기리라.”(마태복음 25 : 29)—는 사회권의 혜택을 강자에게 집중시키는
83) 에밀 뒤르켐(2008),『자살론』, 황보종우 옮김, 청아출판사,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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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낳는다. 가령 노동자는 임원보다 연금을 더 오랫동안 납부해야 하
지만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더 짧기 때문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더 짧다. 유럽에서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터져나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노동자들이 우려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우려에는 근
거가 없지 않다. 나아가 강자들에게는 세계화의 맥락을 틈타 복지 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복지에 대한 기여는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
아지고 있다. 그 와중에 각국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법과 사회법
을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경쟁에 노출되고, 이는 또다시 고스
란히 과두지배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고위 공무원의 민
간기업 취직 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정신을 배반하고, 공무
원을 기업에 대한 봉사자이며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로 전락시
킨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보다
는 기업으로 재원이 흘러들어가는 방향으로만 개정된다(기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당연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최근의 삼
성 백혈병 사건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
든 근로복지공단은 처분과 소송을 통하여 산재급여를 최소화함으로써 경
영지표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본말의 전도이다. 산
재근로자의 보호가 목적이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은 마치 공단의 경영성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전도되어 있다.
민간보험회사가 보험료 심사를 엄격히 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소화함으로
써 경영성과를 내고(즉 돈을 최대한 많이 남기고) 그 남긴 돈을 나눠 먹
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84)는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
하게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대국민 서비스의 축소를 대가로
경영진과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가령 철
84)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민영화’라 부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공공영역의 사유화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영화보다는 ‘사유화’라는 용어가 좀더 정확하다고 본다.

192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도는 국민의 여행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봉사하기보다는 경영 효율성이라
는 미명하에 적자 노선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여행권을 침해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발생하는 부는 결코 국민 전체
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며 소수의 부유층과 기득권 세력에게 집중될
뿐이다. 공공서비스가 민간서비스로 전락하는 것이며 다수의 빈자가 십
시일반하여 소수의 부자를 먹여 살리는 셈이다. 국가는 그렇게 사유화된
다. 이와 관련하여 상징적인 장면이 있다. 서울역 노숙인 문제와 관련하
여 코레일 홍보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20년 이상된 고객들의
민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85) 그 절박함 속
에는 철도가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생각은 더 이상 없으며,
코레일의 상품을 팔아주는 고객과 그것을 방해하는 민원대상이 있을 뿐
이다.
다. 시장전체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노동과 토지와 화폐를 상품화하는 법률적 허구
위에 기초하고 있다. “결정적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이것들도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사실 이 시
장들이야말로 경제 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나 토지, 노동, 화폐는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
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이 세 가지에 관한 한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를 따르면, 이 세
가지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
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
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
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며, 구매력이란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
85)『경향신문』, 20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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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
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
적으로 허구이다.”86) 중세만 하더라도 길드(노동)와 봉건제(토지)에 의하
여 노동과 토지는 시장에서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형성하
는 제도였다. 칼 폴라니는 노동과 토지와 화폐의 상품화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분석한다. 폴라니의 말대로 이는 허구이
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허구이며, 그것
은 필연적으로 법률적 허구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지적하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깨뜨린다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허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법 외에는 없다. 노
동법과 환경법과 금융규제법은 그렇게 노동과 토지와 화폐를 상품으로
의제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그러므로 법률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
본주의 시장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폴라니는『거대한 전
환』에서 허구를 현실로 착각하는 경제적 유토피아가 사회적 실체를 억압
할 때,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을 상품으로 의제하는 법률적 기반
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법률적 기반 자체를 또한 상품화하고
자 한다. 모든 것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품화하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
써 사회와 자연의 모든 자원을 시장의 자기생성 목적에 복무시키고자 동
원한다. ‘시장전체주의’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20세기에 출현했던 전체주
의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의 법칙을 모든 인간 활
동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역사법칙을, 나치즘은 생물
법칙을, 시장전체주의는 경제법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역사법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계급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과 생물법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인종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과 시장이라는 경제법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상품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은 각각의 예정된 수순이다.
시장전체주의에서 목적과 수단은 전도된다. 인간은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은 수단에서 목적으로 격상된다. 이는 필라델피아 선언이
천명했던 원칙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세계무역기구
86) 칼 폴라니(2009),『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길,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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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용어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
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인간’, ‘자
유’, ‘존엄성’, ‘경제적 안정’, ‘기회균등’, ‘물질적 진보’, ‘정신적 발전’ 등을
말하는 자리에 마라케쉬 협정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
은 수준의 실질 소득’,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 등을 말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경제는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면, 마라케쉬 협
정에서 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목적과 수단의 전도는『신조어』87)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적 자
본’(G. Becker)이라는 신조어는 ‘인적 자본’(스탈린)이나 ‘인적 자원’(히틀
러)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다른 사물과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관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직업을 단순한 ‘일자리’
로 격하한다. ‘일자리’라는 말에는 노동자가 일하고 임금을 받기만 하면
그 일의 내용이나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함축
되어 있다. 직업을 ‘일자리’로 환원하면 자연히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으
로 환원되는데, 여기서 ‘자원’이란 그 종류와 가치가 원자재나 기계 부품
과 비슷하다는 뜻이다.”88) ‘일자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job’은 원래 석
탄덩이나 장작더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89) 자본 또는 자원으로
사물화된 인간은 시장의 목적에 복무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고용가능
성’(employability)이라는 신조어는 어원학적으로 볼 때, 인간을 시장의
수요 속에[em] 말아 넣을[ployer ← plier]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이 단
어는 2010년 11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즉「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고용서비스란 (…) 고
용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식으로,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동류의 신조어들로 가득 차 있으
며, 현행 직업안정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

87) 조지 오웰(1984), Newspeak.
88) 웬델 베리(2011),『지식의 역습』, 안진이 옮김, 청림출판, p.101.
89) 리차드 세넷(2010),『장인.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김홍식 옮김, 21
세기북스,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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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와 개정안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
에 이바지함)를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목적과 수단이 어떤 식으로 급격
하게 전도되는지 알 수 있다. 한편 말아 넣을 수 있으려면 말랑말랑해야
한다. 즉 유연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신조
어가 탄생한다.
경제가 목적으로 설정되는 순간 법조차도 경제에 복무하기 위한 수단
으로 전락한다.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만난다는 것은 앞
에서 이미 살펴본 그대로이다. 신자유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을 상
품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획에 들어간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프
로그램은 전 세계 국가들의 법제도를 기업 활동에 얼마나 유리한가의 기
준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대한민국 : 2011년 16위). 법률의 심의에
관한 민주주의적 논쟁이 계량화를 통한 평가로 대체되는 것이다. 제한적
민주주의! 기업은 이 카탈로그를 들고 ‘비지니스프렌들리’한 법제도를 찾
아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다. 이른바 ‘로쇼핑’(law shopping)이다. 이는
국제규범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기업에게 유리한) 상품(법제도)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규범다윈주의’의 한 표현이다. 로쇼핑에서는 사
법부의 판결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 Viking 사건(CJCE 2007. 12. 6.
C 438/05)이나 Laval 사건(CJCE 2007. 12. 18. C 341/05)에서 유럽사법재
판소가 그런 것처럼, 기업이 영업지의 단체협약이 아니라 주소지의 단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장 이전에 반대하는 파업의 적법성을
부정하게 되면, 기업의 로쇼핑은 그만큼 더 수월해질 것이다. 계량화를 통
한 경쟁의 총체화는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기업(ex. New Public Management),
국가 대 국가(ex. Doing Business), 연구(ex. 학진등재지), 교육, 문화, 예
술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철칙이 되고 있다.

3. 필라델피아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가. 한 계
불멸의 존재를 보증인으로 해서 필멸의 존재를 삶에서 정초하는 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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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법이다. 그것은 교의적 법 개념이며 따라서 인류학적 법 개념이
다.90)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필멸의 존재(오디세우스)가 불멸의 존재
(올림푸스의 신들)를 보증인으로 해서 삶(이타카)에 정초하는 이야기로서
그 자체가 교의적 법 개념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중세 서양에서
는 기독교의 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지상에서 육
화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발명되었다. 그런데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불멸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다. ‘왕의 두 신체 이론’91)이 여기서 나온다. 왕은 필멸하는 생물학적 신
체와 불멸하는 정치적 신체를 갖는다. 왕위의 계승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로서의 왕과 왕의 관계가
된다.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왕위 계승식에서 외치는 이 문
장은 왕이 (생물학적으로는) 죽지만 (정치적으로는) 만세를 누린다는 점
을 말하고 있다. 근대국민국가에서는 국민이 왕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왕
의 두 신체 이론은 국민의 두 신체 이론으로 변주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은 생물학적으로는 생사에 구속되는 인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세대
와 세대의 연속을 통하여 생사를 초월하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국민은 일정한 경계선(국경) 안에서만 형성된다. 이것이 근대국민국가의
형이상학적 구성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구성은 오늘날 자본과 상품의 전 세계적 자유무역
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국경을 폐지하고자 하는 운동에 의하여 심히 위
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쥐스탱 바이스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추동하는
원동력은 ‘프론티어 정신’, 즉 끊임없이 국경을 확대해—국경의 확대는 기
존 국경의 폐지를 함축한다—나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요약한 바 있
다.92) 근대국민국가의 탈근대적 해체는 법률의 영토성을 법률의 인격성
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차별 없는 정의 대신 다양
90) Alain Supiot(2005), Homo juridicus. Essai sur la fonction anthropologique
du Droit, Paris, Seuil.
91) Ernst Kantorowicz(2000),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trad. fr., Les Deux Corps du Roi, Œuvres, “Quarto”,
Paris, Gallimard.
92) 쥐스탱 바이스(2002),『미국식 사회 모델』, 김종명 옮김, 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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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차이에 따른 정의가 주장되도록 하며, 그럼으로
써 정의의 문제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정체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 모두는 주권적 형상으로서의 국가와 개인에 대한 표상의 쇠퇴를
의미한다(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주권국가하에서만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
해야 한다). 단일한 중앙 통치는 해체되고 개별화된 협치들의 망이 만들
어진다. 근대를 은유하는 것이 피라미드라면 탈근대를 은유하는 것은 네
트워크이다. 그런 점에서 탈근대는 ‘봉건의 르네상스’ 혹은 ‘재봉건화’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움베르토 에코의『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는
제목 그 자체로 시사적이다.93)
탈근대 혹은 재봉건에서 법치는 인치로 대체된다. 법치에서 각자는 초
월적 제3자에 의하여 제정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에 구속된다. 계산
할 수 있는 것의 차원은 협상과 계약의 영역에 속하고 계산할 수 없는 것
의 차원은 심의와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데, 후자가 질적 차이를 맡아줄
때 비로소 교환을 위한 추상적 단위화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인치에서 각
자는 인적 의존관계의 그물망 속에 편입된다. 계산의 영역과 비계산의 영
역에 대한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이해 당사자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초월적 제3자도 그물망 속의 수많은 결절 중의 하나로 파편
화된다. 절대군주(souverain)의 표상이 봉건군주(suzerain)의 표상으로 대
체되는 것이다. 봉건사회에서 종속과 보호라는 이중의 측면에서 봉건적
주종관계를 창출해내는 의식이 바로 서약(hommage)인데, 이 서약에 의
하여 탄생하는 상급자를 가리키는 말이 영주(seigneur)이고, 종속자는 ‘그
의 사람’(homme d’autre homme)이라고 불렸다. ‘hommage’(오마쥬)라는
말은 라틴어 homo를 어원으로 하는 프랑스어 homme(사람)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본래 뜻은 ‘그의 사람이 되기’라는 뜻이다. 봉건적 주종관계는
93) 움베르토 에코(1993),『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조형준 옮김, 새물결.
사실 이 제목은 한국의 역자가 붙인 제목일 뿐, 에코 자신은 이러한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은 없다. 이 책은 여러 글들을 한 데 모은 글모음집인데, 그 가운데「현
대 : 새로운 중세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원제 : Verso un nuovo medioevo)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최근 다양한 영역의 사람
들이 우리 시대가 새로운 중세는 아닌가 하는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다.” 한
국 사회에 ‘캐슬’이나 ‘팰리스’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징
후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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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것이어서 영주는 다시 상위의 영주에게 서약을 함으로써 스스
로 그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령 폴이 피에르에게 서약을 바치고 피에르
가 자기대로 자크에게 서약을 바쳤다고 하자. 그러면 피에르가 폴의 영주
가 되고(폴은 피에르의 사람), 자크는 피에르의 영주가 된다(피에르는 자
크의 사람). 그리고 자크는 폴의 ‘seigneur suzerain’(영주의 주군) 또는
줄여서 그냥 ‘suzerain’이 된다.94)
봉건군주의 귀환은 공적 행위의 계약화(ex.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
회, 민자역사, 민자도로), 회원국을 통해서만 유럽 시민에게 적용되는 유
럽연합법, 구제금융의 대가로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상국의 서약을
통해 시민의 삶에 권한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들의 모
습 속에서 발견된다. 국가가 사라지거나 타락하는 곳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강자에게 충성을 서약함으로써만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다. 주권적 개인의 표상이 쇠퇴하고 의존적 신민의 표상이 대두되는 것이
다. 경제에서 사내하도급 또는 좀더 일반적으로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
인의 일정한 권한에 복종하는 대가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
고, 도급인은 반대로 경제 활동의 일정한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하는 봉건
적 종속관계, 봉건법상 토지‐노역 관계에 관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서 한계의 의미를 상기하고 한계를 재설정할 필요를 느끼게 된
다. 법에서 한계가 갖는 의미는 건축에서 문이나 창이 갖는 의미와 같다.
이는 보호와 개방의 동시성을 상징한다. 보호란 경계 없는 세상에 대한
환상과 대비되며, 개방은 각자가 자신의 영역을 선포하는 바리케이트와
대비된다. 시장은 법률이 그 시장에 부여하는 한계에 의하여 정의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도시의 시장(가령, 브뤼셀의 시청 앞 광장)
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적절한 규모 그리고 그것이 함축
하고 있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태도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의 형
태는 시장의 한계에 의하여 주어진다. 경계 없는 시장이란 이미 시장의
형태를 상실한 불가사리 같은 괴물일 뿐이다. “형태의 제약이 없다면 권
력은 자제력을 잃고 파괴적으로 변한다.”95)
94) 마르크 블로크(2001),『봉건사회 I』, 한정숙 옮김, 한길사, p.355.
95) 웬델 베리(2011),『지식의 역습』, 안진이 옮김, 청림출판,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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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시장에도 한계가 필요한 이유이며, 사회적 정의
가 바로 그 한계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비단 노동법만 관련되는 것이 아
니다. 가령 최근의 쌍용자동차 문제라든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서도 드러나듯이, 기업의 존립 문제에 관심이 없는 대주주가 근로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갖는 억제력을 훨씬 상회
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규정한 사회적 정의 목적에 비추어, 투기적 외
국 자본의 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투기적 목적의 공장 이
전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
이다. 또 다른 사례들은 아래 관련되는 항목에서 계속 이야기하겠다.
나. 척 도
“법은 정의와 평등에 관한 예술이다.” 그리고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돌려주고자 하는 변함없고 항상적인 의지이다.”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각자의 몫을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과잉과 부족 사이
의 중용을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표
상한다고 하는 인식적 차원과 그것을 가치 체계에 비추어 평가한다고 하
는 규범적 차원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존재의 경험에 따라 재정의한다
고 하는 변증법적 차원이 있다. 이와 반대로 계량화는 경험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극복하고 객관화된 수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한
다. 가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숫자에 의한 협치를 지향한다. 노동에 대
한 평가는 예컨대 몇 건을 용역하여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정량적 성과지
표에 따라 실시되며, 소득분배는 자생적 시장질서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
어지고, 공공정책은 거시경제지표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데이터의 인풋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아웃풋이 있을 뿐이
며, 가치의 척도에 따른 심의와 결정은 사라지고 없다. 계량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척도를 객관화, 추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척도의 탈인간화는
그렇게 진행된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갈파한 피타고라스의 말이 아
니더라도, 근대 이전의 척도는 인간적이었다. 길이를 재는 척도는 사람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재는 마디, 뼘, 자, 리 등이었고, 넓이를 재는 척도는

200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넓이를 의미하는 하루갈이나 한 말의 씨
앗을 뿌릴 수 있는 넓이를 의미하는 마지기 등이었으며, 부피를 재는 척
도는 홉, 되, 말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미터와 제곱미터와 세제곱미터(리
터)로 대체되었으며, 1미터란 1/299,792,458초 동안 빛이 진공 속에서 나
아가는 거리를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재발견은 척도의 재인간화를 의미하고, 이는 사회
적 정의를 법질서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고, 사회적 민주주의를
통해 경험의 다양성 속에서 이 척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이 규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없지 않
다. 법은 그 목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실증주의적 비판이 있는
가 하면, 사회법은 일반적 행동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진정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비판96)과 그러한 비판을 헌법 해석에 적용
하여 사회권에 관한 규정들을 강령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견해
들도 있다. 그러나 무역의 자유도 세계무역기구가 천명한 목적에 불과하
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목적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무역의 자유에 반
하는 파업권의 적법성을 부정한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법질서를 개편하는 데 실질적인 규준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정의는 왜 그럴 수 없는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
고, 법질서의 개편을 사회적 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것이 왜 불가
능한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는 모든 국제노동규범을 재판규범으로 삼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97) 대한민국 사법부도 헌법에 따라 국내법으로서
의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부속 문서인 필라델피아 선언
의 규범성을 인정함은 물론이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 제6
조 제1항)로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규범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규칙을 단순히 적용하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규칙을 발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규정한
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공간인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개인의 평
96) 하이예크(1991),『신자유주의와 법』, p.254.
97) CEDH 2008. 11. 12. No. 34503/97, CEDH 2009. 4. 21. No. 68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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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전제로 1인 1표라고 하는 수량적인 기초 위에서 다수결로 만장일치
를 의제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사회적 민주주의는 1집단 1표라고 하는 집
단적이고 질적인 기초 위에서 힘의 균형을 통한 평등의 (전제가 아니라)
실현을 지향한다. 그리고 다수결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정 공정하
고 가장 덜 부정의한 것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의 다
양한 경험이 표상(재현, 대변,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논쟁을 통한 합의로써 공정한 결정에 이른다는
것을 함축한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이러한 민주주의적 표상을 담보하
는 것이며, 힘의 관계를 법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척도의 의미를 되살리
는 것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인간의 구체적
경험이 제거된 채 일반적이고 추상적 언어로 사회적 정의를 제시하고 계
량화를 통해서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이다. 가령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진학률을 인간개발지표의 하나로 고려
하는 것은 아이들을 전통적인 지식 전달 양식에서 박탈하여 학교라는 이
름의 집단 수용 시설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실질
적인 교육 여건은 악화(삶의 악화)되지만, 통계상 인간개발지표는 향상
(부의 증가)되는 부조리가 생긴다. 척도가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목적과 원칙으로서 사회적 정의를 승인하되,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서구화된 잣대를 벗어나 개별 문화의 역사성과 토착성과 가치
등 지역적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행 위
산업사회는 종속과 복지를 결합한다는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다. 이 합
의의 경제학적 표현이 포디즘이라면, 고용은 그 법률적 표현이 될 것이다.
시장전체주의에서는 이 합의가 파괴된다. 한편으로는 종속을 제거함으로
써 종속에 결합된 복지도 같이 제거하는가 하면(임금근로자의 자영업자
화),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부여하지 않기도 한다(비정규직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지만 그것
은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고용을 넘어’98)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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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결합하는 사회계약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용은 더 이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모두에게 품위 있는 노동을 보장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사회계약은 고용 대신에 ‘사회적 인출
권’(droits de tirage sociaux)과 결합된 ‘직업적 지위’(état professionnel)를
강조한다.99) 이는 생애 전체에 걸친 진정한 선택의 자유와 노동이동성 보
장 및 직업생활과 사생활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제
안하고 있는 개념들도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것인데, 가령 프랑스노동총동맹
(CGT)의 ‘직업적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professionnelle)100) 개념이나
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CFDT)의 ‘직업적 경로의 보장’(sécurisation des
trajectoires professionnelles)101) 개념이 그러하다.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체결되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소를 치며 저녁 식사 후에는 비판하면서도 사냥꾼으로도 어부로도 목동
으로도 비판가로도 되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102)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행위능력을 복원해야 한다. 규제와 통치 대
신 규율과 협치가 지배하는 사이버네틱스 세계에서는 행위가 반응으로
대체된다.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비교하
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기어를 넣고 가속기와 감속
기를 번갈아 밟아 가면서 핸들을 조종해야 한다. 그러나 비행기의 자동항
법장치는 목표 지점을 데이터로 입력해놓으면 스스로 조종해 나가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오토매틱에 GPS나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자동차의 증
가는 행위하는 운전자의 표상이 기계 신호에 반응하는 운전자의 표상으

98) Alain Supiot(1999), Au-delà de l’emploi. Transformations du travail et
devenir du droit du travail en Europe, Paris, Flammarion.
99) 이 개념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Robert Castel(2009), La montée des incertitudes.
Travail, protections, statut de l’individu, Paris, Seuil, pp.121〜138.
100) Jean-Charles Le Digou(2002), “Approche économique d’une Sécurité sociale
professionnelle. Contexte et contenu”, Analyses et documents économiques,
CGT, n° 89.
101) Bernard Gazier(2003), Tous sublimes. Vers un nouveau plein emploi, Paris,
Flammarion.
102)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1997),『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Ⅰ』,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p.214.

제7장 복지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203

로 대체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상징한다. 맥도날드 노동자의 모습은 각종
신호와 매뉴얼에 반응하는 노동자상의 표본이다.103) 필라델피아 선언이
담고 있는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행위하는 인간을 전제하는
것이고, 행위는 행위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을 요구한다. 가령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파업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
는 능력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리능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이다. 그렇다면 파업의 권리는 있지만 파
업의 행위능력이 없는 비정규직은 사회적 미성년자 또는 사회적 금치산
자라 할 것이다. 이처럼 능력 개념은 권리 보장의 실질적 측면을 환기시
킨다.
라. 책 임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험의 증가는 과학과 기술 발달의 최대
향유자로서의 기업이 갖는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제안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자로서의
기업을 정의하기란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개인사업이나 단일회사
일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모자회사 관계(그룹)가 되면 이미 상
당히 어려워지며, 하도급 관계나 재벌에서는 채무자로서의 기업을 정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재벌과 강도의 공통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인격’(personna = 가면) 뒤에 숨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
피하고자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다. 두 가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연대책임과 사회적 원산지 이력제이다.
연대책임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밀턴 프
리드먼)라는 주장에 맞서 “이윤 있는 곳에 책임 있다”(Ubi emolumentum
ibi onus)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해양오염방
지법(Oil Pollution Act of 1990)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양오염방지법은
1989년 Exxon Valdes 호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제정되었는데, ‘선박의 소
유자, 조작자 혹은 용선자의 지위를 갖는 모든 자’는 선박으로 인한 오염
103) 조지 리처(2004),『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204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04)
이러한 입법 정신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고려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말
하자면 일종의 ‘사회적 OPA’이다. 이는 국내 및 해외의 하도급업체가 사
회적 영역(고용,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등)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원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책임 원리는 사회
적 원산지 이력제와 결합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생산물하자담보책임지침(1985. 7. 25. 85/374)에 따르면, 생
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책임져야 하며(제
1조), 상품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도 생산자로 간주된다(제3조 제2항).
사물은 그것을 생산하고 수입하고 유통하는 자의 정신을 담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우’는 그것을 소지하는 자를 쫓아 다닌다.”105) 여기에서는 인
간과 사물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종속된다. 반대로 경제적 이데
올로기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종속된다.106)
사회적 원산지 이력제는 책임의 범위를 상품의 하자에서 생산 과정의 하
자로 확대한다. 이는 엉뚱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실정법상으로도 실현되
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상법의 경우, 불법 복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
한다고 할 때, 이는 상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지적 재산권 위반이라고 하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중국에서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상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
원회에 제소하였다.107) 그렇다면 사회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해서는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되겠는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노동권
을 침해하면서 제작한 휴대전화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한다든지, 한진중
공업이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면서

104) Sec. 2701. Definitions—(32) “responsible party” means the following : (A)
Vessels.—In the case of a vessel, any person owning, operating, or demise
chartering the vessel.
105) 마르셀 모스(2002),『증여론』, 이상률 옮김, 한길사, p.69.
106) Louis Dumont(1985), Homo aequalis. Genèse et épanouissement de l’idéologie
économique, Paris, Gallimard.
107)『경향신문』,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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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선박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한다든지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
다. 특히 투기적 목적의 공장 이전, 즉 (여기에서든 저기에서든) 노동권을
침해할 목적이나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공장 이전의 경우, 그렇게 해서
해외 공장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국내 모기업에 과세를 하는 제도나
공장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직업
훈련 및 전직에 필요한 재정을 국내 모기업에 부과하는 제도 같은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연 대
연대는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주의의 과도함을 치유하면서도 평
등과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보존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집단적 이익
을 개인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며 구성원의 이익을 제3자의 이익보다 우선
한다. 법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연대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비계약적 교환
형식, 즉 증여의 재출현을 의미한다. 거칠게 말해서 복지에는 세 가지 방
식이 있다. 자선과 거래와 증여이다. 자선은 일방적 관계이다. 상대방으로
부터 답례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자선을 받은 사람
도 답례의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자선은 자선을 하는 자와 자선을 받는
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상정한다.108) 국가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 방식에 해당한다. 나치의 복지정책은 당시
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일방적 자선에 불
과하였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거지 취급을 당한 것이다. 복지는 국가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은혜가 아니며 복지를 누리는 것은 대통령
이나 회장님 덕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지 혜택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다. 복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며 복지를 누
린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내 이웃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참여이다. 그리고 그 나눔의 방식은 계약,
즉 거래가 아니라 증여이다. 거래는 가고 오는 것이며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자 관계를 전제한다. 과거 농촌에서 (지금도
108) 아비샤이 마갈릿(2008),『품위 있는 사회』, 신성림 옮김,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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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품앗이라고 하던 것이나 요즘 결혼식과 장례식에
서 부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부조금 액수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해 두어 다음에 딱 그만큼 되갚아주어야 한다). 증여는 주고
받고 되돌려주는 것이다. 되돌려줄 때에는 처음에 준 자가 아니라 다른
자에게 다른 형식으로 되돌려준다. 그러므로 증여는 최소한 삼자 관계를
상정한다. 나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직된 누군가는 받고, 그 사람이 재
고용되면 이제 자기가 고용보험료를 낼 차례가 되고, 또 다른 실직자가
받고…. 복지는 이처럼 증여의 연쇄를 통하여 만들어지며 이 연대의 연쇄
고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껏 기여하고 필요껏 가져
간다. 이것이 사회보장의 원리이다.
현대복지국가는 사람들을 타인의존성에서 해방시켰다. 복지국가를 떠
받치는 국민연대 개념은 내 이웃의 아픔을 내가 직접 돌보도록 하는 대신
국가가 그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위험의 보
장을 인적 관계에서 금전 관계로 대체한 것이다. 복지국가의 익명성이다.
‘탈상품화’(Gosta Esping‐Andersen) 개념은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노정한다. 사람들을 타인의존성에서 해방시킨 복지국가는 무산자
를 개인으로 만들었다. 근대 초기의 사적 재산권이 유산자를 개인으로 만
들었다면, ‘사회적 재산권’109)은 무산자를 개인으로 만들었다. 프롤레타리
아트가 살라리아트(salariat)로 된 것이다.110) 그러나 타인의존성으로부터
의 해방은 개인성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복지국가의 익명성
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이자 위험이다.111) 2003년 프랑스 폭서의 경험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그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
유한’ 노인들이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들보다 폭서에 훨씬 더
잘 견뎠다. 좋은 연금과 좋은 의료보험은 의심할 바 없이 진보이지만, 노
109) Robert Castel(2001), Propriété privée, propriété sociale, propriété de soi.
Entretiens sur la construction de l’individu moderne avec Claudine
Haroche, Paris, Fayard.
110) Robert Castel(1995),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Une chronique
du salariat, Paris, Fayard.
111) 아직 가설이긴 하지만, 이러한 복지국가의 익명성이 개인성이 극대화된 이데
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전체주의가 발호하는 토양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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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치명적 고독에서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대의 한계는 시민연대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
민연대가 큰 연대라면 시민연대는 가족적 연대, 직업적 연대, 종교적 연
대 등 공동체 차원의 작은 연대이다. 가령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공적서비스를 통해서 주거에서 보살피는 방식이 국민연대라면, 그 노인
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집으로 찾아오는 자식들의 고용을 지켜주는 방식
은 시민연대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국민연대를 시민연대로 대체하는 것112)이 아니라 양
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큰 연대 고리와 작은 연대 고리들이 중
층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연대는 국민연대만이 수
행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것은 시민연대가 공익을 실현
하고 개인의 자유에 과도한 침해를 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시민연
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연대가 국민연대에 참여하게 만들고 사
회보장제도를 정초하는 다른 원칙들(존엄성, 평등, 참여)을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연대는 자폐증을 앓을 것이기 때문
이다.
나아가 국민연대와 시민연대의 결합은 도농연대와 다시 결합되어야 한
다. 그렇게 수평적 연대와 수직적 연대가 씨줄과 날줄로 엮여야 한다. “노
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
는 어떤 사회 기관 내부에서 그 자리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레옹 부르즈
와가 잘 보여 주었던 바, 인간이란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가
장 일상적이며 가장 필수적인 행동, 즉 물 한 컵을 마신다거나 램프에 불
을 켠다거나 하는 행동을 해낼 수가 없다(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 식사 한
끼를 먹는 데 얼마만큼의 노동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 그러기 위해서는
동이 트자마자 암소 젖을 짜는 농부의 노동, 운반자와 상인의 노동, 당신
이 그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우유를 덥힐 수 있는 개스 공장에서의 노동
등이 필요한 것이다). 당신 자신의 노동이란 당신이 타인의 노동을 이용
함으로써 졌던 빚의 지불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노동의 의무는
112) 박승옥(2011a),「협동조합과 민주주의」,『녹색평론』 제117호.
(2001b),「협동조합과 노동운동」,『녹색평론』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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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역할 수가 없다. ‘의무는 빚의 부정법이다’라고 레옹 부르즈와는 말했
다. 지금 현재 그들의 서비스를 상호교환하고 있는 오늘날의 노동자들의
‘수평적인 연대성’ 외에 ‘수직적인 연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수직적 연대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선조들의 후계자
를 위하여 노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지운다(오귀스트 콩트의 말
에 따르면, 쟁기의 발명자는 논 가는 사람 옆에서 안 보이게끔 논을 갈고
있으며, 인류는 산 자보다는 오히려 죽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113) 아
담 스미스는 “우리들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푸주, 술집 또는 빵
집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인
것이다.”114)라고 말했다. 밥 한 공기에 들어 있는 수많은 이들의 노동을
깨닫고(나아가 밥이 곧 우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식사를
하는 것과 그들은 돈벌이를 하고자 했을 뿐이니 내가 감사할 이유는 없다
고 생각하며 식사를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도덕적 차이가 있다. 기계
산업문명은 도시의 노동이 농촌의 농업을 착취하는 문명이다. 도시노동
이 근본이 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도시만 살고자 하면 도시도 살 수 없다.
노동만 살고자 하면 노동도 살 수 없다. 시장근본주의는 도시와 농촌, 노
동과 농업 모두를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농본사회에서 도시노동과
농업은 상호 협동의 관계를 이룬다. 농촌은 도시 노동자가 언제든지 돌아
갈 수 있는 고향이 된다. 이 귀향의 가능성은 도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투쟁력도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것이 된다.115) 위에서 나온 용어로 말하자면, 행위의 능력
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4. 결론을 갈음하여 : 교의적 법 개념과 ‘문찬이’의 현대적 계승
교의란 ‘교조’ 또는 ‘도그마’라고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113) 베르제즈․위스망(1987),『철학강의』, 이재형 옮김, 청하, p.301.
114) 아담 스미스(1992),『국부론』, 최호진․정해동 역, 범우사, pp.31〜32.
115) 윤구병(2008),「나는 왜 농사꾼이 되었나」,『1%의 대한민국 :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린 행복하지 않을까?』, 철수와 영희,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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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어떤 사회도 교의적 기초 없이는 성립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합리적 근거를 갖다 대어야 한다면 인간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기에나 교조적 신념이 존재하는 것은 정
도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발생하거니와 또 그 대상과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
황에서건 교조적 신념이 존재하지 않는 일은 없는데, 바꾸어 말하면 인간
은 끊임없이 조금도 의심하거나 따져보는 일이 없이 어떤 견해를 받아들
인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려 하거나 또 자기 혼
자 안출해낸 고립된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려 한다면, 불과 소수의 사람
도 어떤 공통의 신념에 의해 결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통
의 신념이 없이는 어떠한 사회도 번영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이다. 아니
사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통으
로 소유하는 이념이 없이는 공동의 행동이 있을 수 없고, 또 공동의 행동
이 없이는, 인간 개개인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집단은 존
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116)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이성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욕망
은 근대인의 특징이다. 과거의 우생학에서 나치의 인종주의를 거쳐 지금
의 시장전체주의까지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욕망이
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기 때문이다.117) 그
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의적 기초를 공유한다. “이렇게 세상
이 복잡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도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허버트 사이먼의 대답은 우리가 해결
해야 하는 문제의 범위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의도적으
로 제한하자는 것이다.”118) 요컨대 교의적인 것은 반이성적 맹신을 부추
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성을 정초함으로써 그 주춧돌 위에서 인간이

116) 알렉시스 드 토크빌(1997),『미국의 민주주의 II』, 임효선・박지동 옮김, 한길사,
pp.258〜569.
117) 웬델 베리(2006),『삶은 기적이다』, 박경미 옮김, 녹색평론사.
118) 장하준(2010),『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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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법이란 그러한 의미에서 교의적인 것
이며, 따라서 교의적 법 개념은 근대성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제사나 굿을 하고나면 어른들은 문 밖에 상을 차려
내곤 했다(나중에는 하얀 종이 위에 음식을 얹어 놓는 것으로 간소화된
채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를 ‘문찬’이라 한다. 문 밖에 차려 놓은 음식이
라는 뜻이다. 이 문찬을 먹는 사람을 ‘문찬이’라고 불렀다. 문찬이는 반쯤
은 정신이 나간 거지였다. 일년 내내 겨울 외투를 입고 다녔다. 문찬이가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문찬아!”하고 불러서 막걸
리도 부어 주고 상도 따로 차려주고 그랬다. 그러면 한 구석에서 조용히
먹고는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옷도 주고 그랬다. 어른들은 애들이 문찬
이를 놀리는 것을 혼냈다. 그러면 못쓴다고. 문찬이가 애들한테 해코지하
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문찬이는 세금도 안 내고 투표도 안했다.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었을 게다. 국가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동네라는 공동체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말하자면 문찬이는 아나키
스트 거지인 셈이다. 그러나 문찬이는 배제된 타자가 아니었다. 어엿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 국가 차원의 큰 연대 고리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동체 차원의 작은 연대의 고리 속에는 들어와 있었던 것이
다. 과거에 평민은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한다. 먹을 밥도 부족한데 그
귀한 쌀로 술을 빚어 마실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러면 평민들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었을까? 제사가 그 기능을 했을 것이다. 양반들은
일년 내내 제사를 지냈다. 그러므로 일년 내내 제사 음식을 장만했다. 술
과 떡과 고기를. 그리고 제사 음식의 양은 언제나 양반집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많다.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어처구니없이
양이 많다. 왜 그랬을까? 동네 사람들과 음복을 같이 하기 위해서다. 양반
들이 제사를 이유로 장만한 술과 고기와 떡은 동네 사람들에게로 재분배
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는 그렇게 재분배된 떡을 이고 가서 애
들을 먹이는 어머니 이야기와 그 어머니로부터 떡을 갈취하는 호랑이 이
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모스와 폴라니의 분석이 맞다면, 경제적인 것은 언제나 사회적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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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간다. 경제적인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되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적 목적에 묻어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
적인 것의 실현 양식은 주고받기의 거래가 아니라 주고받고 되돌려주는
호혜적 증여이다. 중국과 조선의 조공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표면화되
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의례를 통하여 사회적인 것에 묻어서 실
현된 것이다. 문 밖에 상을 차려 내는 것도 문찬이라는 의례를 통하여 문
찬이에게 부가 증여적 방식으로 재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찬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국민연대의 익명성과 시민연대의 자
폐증을 동시에 극복하고, 큰 연대와 작은 연대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되는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널리 퍼뜨린
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 종속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의 경제적 보호를 제공했던 고용 모
델은 20세기 노동자의 처지를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시
켰다. 하지만 그 고용 모델은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이다. 비록 1970년대 이후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 모델도 위협받
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지
금의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석유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
다면 오일피크 이후에도 과연 성장과 풍요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곧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그럴 때 노동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얼마 남지
않은 부를 독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에 관한 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균분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공생공락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법이 될 것
인가. 전통적인 노동법의 개념들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던 걸음 멈추고 되돌아서면 지금까지 퇴보라고 치부했던 길이 진보가
된다. 프로메테우스의 후예였던 우리는 이제 에피메테우스와 좀더 친해
져야 한다. 좀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좀더 성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 성장
은 할 만큼 했고 부는 충분히 나누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 고루 나누면
가난함이 없고(均無貧), 서로 연대하면 부족함이 없다(和無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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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요약과 결론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사회보장체계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
어야 안정적인 복지국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쟁점들
을 다루었다. 첫째, ‘유연안전성’ 개념은 복지와 노동이 정합적으로 다루
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표상하는 지향점이 현실 정책에서 왜곡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다. 둘째, 서구의 사회보장체계를 우리나라
에 이식해온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
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회보험 도입과 확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셋째,
복지와 고용이 만나는 가장 구체적인 접점인 실업급여제도를 국가 간 비
교연구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넷째, 저임금 노동은 사회보장체계가 해
결해야 할 문제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자면 사회보장체계
의 결함이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기도 한다는 상호관계를 드러내기 위하
여 저임금 노동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국
가복지의 영향권에 들어오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흔히 지적되는 거대한
영세 자영업 부문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섯째, 복지가 노동과 결합된 형
태로 다루어져야 한다면 기초적인 담론 수준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
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기 위하여 마지막 장을 구성하였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가 정합적으로 구성되어야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들은 이것들이 다가 아니며 이제 겨우 초보
적인 발걸음을 떼었다고도 볼 수 있다. 포괄적이면서도 촘촘한 분석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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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구를 통해서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각 장
의 발견들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유연안전성’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노동과 복지제
도의 정합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불확실성
과 위험에 직면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
인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 제도의 선택과 결합 방식을 중심으로 기
존 논의를 정리하였다.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사회적 교환 전략인 유
연안전성 전략은 기술변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용보호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
회적으로도 각광받는 전략이다. 그러나 유연안전성 전략은 개념 자체의
모호한 성격에서 비판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고용보
호제도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유
연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며, 환경과 제도가 다른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적정한 수준의 고용보호가 경제성장과 실
업률 감소에 최적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의 이론에 근거해서 볼 경우에도 실직(해고)과 같
은 인생사적 사건(life event)은 소득 보장만으로 보상되거나 원상회복되
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서 볼 때, 적정 수준의 고용보호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보호를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인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극단적으로
추구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불안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동
시에 노동시장의 중층적인 이중구조화와 미숙한 복지제도(과도한 상품화
와 광범한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
우 추가적인 유연성의 필요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실현 가능성 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과도한 유연성’을 ‘적절한 고용보호’로 전환하여 외환위
기가 초래한 고용트라우마를 완화하고,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의 축소, 조직노동의 연대성,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시민들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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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수준의 제고가 동반되는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복지국가 형성기
에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는 까닭은 우리 사회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이 크
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보험 확대의 주
요 설명요인은 계급 및 사회 제 세력의 역학관계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다. 도입 당시 사회보험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나? 제도
가 확대되는 계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단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혁명적 분위기 또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통한 정치적 세력화는 반드시 필
요한 기본 요건이라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이 중요하고 다른
계급과 연대 전략이 중요하다고 흔히 지적되어온 이론은 우리 관찰에서
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좀더 보충을 하자면, 노동계급은 보편적 사회
보장을 주창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언제나
하나의 단일한 계급적 이해를 추구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은 신중간계급의 이해와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제도적 보
완장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을 자신들이 먼저 구축한 보험체계에 품어 안
지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취약계층과 위험분산을 허용하는 제도
로 범위를 넓혔을 때 보다 든든한 소득보장체계와 함께 조직률의 향상까
지도 얻을 수 있었다. 구중간계급, 화이트칼라, 자유주의자는 복지국가 형
성과 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떠나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한 단계 높은 급여를 원하
고 독자적인 제도를 따로 구축하기 원하기도 한다. 이것을 인정한 위에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다.
이들 유럽 3개 국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던 시점으로부터 한 세기가
흘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상위계층인 공무원, 화이트칼
라, 조직노동자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위계층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절박한 시기에 있다. 이 시점에서 조직노동자가 복지국가운동을 이끌
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우려스러운 일도 아닐 것 같다. 이들은
이미 기본적인 국가복지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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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 2차 시장 노동자가 핵심적인 대상이다. 이들
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 세력 간
의 경쟁과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조직되어 있
지도 않고 이들을 대변할 정당도 없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하지만 당시의
노동계급도 결국 보편적 선거권이라는 정치적 시민권에 기초하여 복지국
가를 만들어왔음을 상기한다면 우리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체계를 만
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
형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실업급
여제도의 관대성,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
자 보호제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세 가지 유형화 방식을 모두 종합해
서 정리해 보면, 실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수준, 즉 실업급여의 종합
적인 관대성이나 전체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은 일반적인 유형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인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이나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식,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항목별 구성에서는 같은 복지체제 유형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해 보면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구성, 혹은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방식이 다르더라도 전반적인 보호수준은 같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나라가 실업자에 대해 적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에 따라서 가장 적
합한 경로를 찾아가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구성 측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형에 속한 한국은 일본과 제도적 친화성이 강하
지만, 기여요건을 제외하면 관대성의 정도가 일본보다 모두 낮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제도를 선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측면에서는 실
업급여와 공공부조로 이루어지는 2층의 안전망을 갖고 있고, 공공부조도
수급자격요건이 엄격해서 소수의 실업자만이 보호범위 내에 포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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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층 안전망(실업급여)과 최종안전망(공공부조) 사이의 사각지대가 크
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업부조적 성격을 갖는 새
로운 2층 안전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관련해서 현재 취약계층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
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둘째, 실업급여의 관대성 측면에서는 기여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
이 가장 관대성이 낮은 6등급에 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 요소별
로 모두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격요건과 관련되는 자발
적 이직자 제재의 경우 실직기간이 장기화된 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급여수준 측면에서 임
금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정급여일수표를 단순화하고, 90일로 설정되어 있는 최단급여일수를 상
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경우 전반적인 지출수준도 매우 낮고,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비중이 너무 크다. 반면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다.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요건
이 형식적으로는 매우 엄격해서 관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취업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엄격성과 실질
적인 지원의 부재가 결합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는 임시적인 소득보전의 성격
이 강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구조조정해서 소득보전프로그램을 제
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제도적으로 사
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고용전략상의 특징과 사
회정책적 특징을 결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7개국을 비
교 검토하되, 병원업종을 중심으로 살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산업
의 저임금 노동 현황은 고용전략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때의 고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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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으로 나뉘는데, 한국과 미국은 청소원과 간호보
조원 모두에서 저임금과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전형적인 하향 전략인 반
면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직업훈련과 직무통합 등의 상향 전략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독일과 영국은 혼합적이다. 저임금 노동은 일차적으
로 아웃소싱 등의 고용외부화를 매개로 한 고용전략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한다. 그리고 고용외부화가 기업, 지역 및 산업, 전국 수준에서 반복적으
로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 분단이나 사회적 양극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왜 특정 국가나 기업은 하향 전략을 선택하고 다른 국가나
기업은 상향 전략을 선택하는가? 이 글은 포섭성 정도와 사용자의 규제
회피 허용 여부가 병원산업의 고용전략 차이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전국이나 병원산업 모두에서 노동
조합의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고 그 결과 임금격차가 적으며,
최저임금 수준이나 적용범위 등의 포섭성이 높다. 또한 고용보호법제도,
사회보장제도, 직업훈련제도의 포섭성 역시 모두 높아 경제적 압력 등을
상향 전략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압력이 있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와 같은 제도적 포섭성이 모두
낮으며 그것이 하향 전략을 선호하게 한다.
독일과 영국은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을 혼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
일은 전국과 병원산업 수준 모두에서 최근 포섭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특
히 산별협약의 영향력이 큰 독일은 산별협약을 회피하는 기업이 많아지
고 미니잡 등의 고용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적인 포섭성이 약화되었고
그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하향 전략을 선호하게 하여 저임금 노동 및 아웃
소싱 확산이 최근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영국은 전국과 병원산업
수준에서의 제도에 차이가 있어 전국 수준의 제도적 포섭성은 매우 낮은
반면 병원산업에서의 포섭성은 중간 수준이다. 이것은 영국 병원산업의
노조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평균 20% 이상 높
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청소원은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가 이루
어지지 않고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커졌지만 아
웃소싱 노동자까지를 포괄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다른 산업의 청소원보
다는 병원산업 청소원의 임금 수준이 높다. 즉 하향 전략이긴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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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효과를 사회적 제도의 포섭성을 통해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
펴보았는데, 특히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할 가능성과 이
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
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매우 낮
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의 일자리 감소는 남성, 50세 미만,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비중은 매년 4～5%에 불과하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 전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저소득 자영자 가구에서 자영업 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의 임금근로 전환율은 중간층 소득 가구
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더라도 실질 소득은 감소하며,
사회보험 가입으로 정의한 공식 취업 가능성을 높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에서 임금근로 전환율이 낮
은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가 부족(최경수, 2009)해서라기보다는 임금근로
의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임금 일자리의 인위적인 창출을 통
해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이후 ‘2차 자영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보
기는 어려우며, 경제 양극화와 대기업의 약탈적인 시장 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과도한 현실을 고려하더
라도,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급속한 구조조정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세 자영업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고령자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연령차별 금지, 임금체계 개편 지원, 중
장년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근로의 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뒷받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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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의 실
효성 제고,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단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과
함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등은 임금근로에 대한
보상(make paid employment pay)을 통해 임금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
을 것이다.
제7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담론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재구성을 위한 의제를 던지고자 하였다. 양차 세계대전과 대학
살의 경험은 인간사회의 모든 부문에 반영되어 이후 인간의 사고와 행위
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근대적 합리성은 뿌리에서부터 의심되었고,
근대 이성의 육화로 간주되었던 국가의 정당성은 위기에 처했다. 인류는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경험하면
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이후 사회적 정의는 국내와 국제 차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고안되고 집행되는 모든 경제 정책과 제도에 정
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인간을
물질로 환원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만 사고하는
추상적 인간관을 모두 극복하고,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안정이 동
시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천명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들의 정점
에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대표되는 정신, 즉 필라델피아 정신이 있다. 우
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거대한 반전이 일어난다. 그 기저에는 신자
유주의 반혁명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복지국가의 해
체(실제로는 복지국가의 사유화)와 자생적 시장질서의 복원을 의도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구공산주의 몰락을 계기로 전 세계적 단일 이데올로
기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바야흐로 시장전체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전체주의는 하나의 법칙을 상정한 다음 인간을 그 법
칙에 종속시키고자 한다. 법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박탈한다. 시장전체주의는 인간을 시장 법칙에 종속시키고, 법칙
에 순응하는 인적 자원과 그렇지 못한 인간쓰레기를 구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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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시장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장을 인간의 필요
에 맞춘다는 것은 바로 이 시장전체주의를 극복하고, 필라델피아 정신과
그것의 핵심인 사회적 정의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오늘의 맥락에 현재
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감각, 즉 오감의 회
복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계, 척도, 행위능력, 책임, 연대라는 다섯 가지
감각이다.
종속 노동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복지를 제공했던 20세기의 고용 모델
은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미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적어도 멀지 않은 시기에 위험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만약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 때, 사회적 정의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복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질문은 여기서 다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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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119)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
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노동과 어떤 관
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려면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
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밝은 면부터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섯
개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직역별 연금을 제외하면 전
체 국민을 하나의 제도로 포괄하는 보편적 성격의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
으로 발전해 왔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
는 빈곤층까지도 공공부조의 대상으로 보호함으로써 복지제도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그런데 복지제도의 이러한 발전은 노동의 역할과 관련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
에서 노동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주체로 한 노동정치의 역할이 매
우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구의 복지국가와 외형적으로 유사

119) 이 글은 2011년 11월 25일 서울대 경제연구소 주최 학술대회(2011, 대한민국 복
지국가의 길을 묻다)에서 발표되었으며『경제논집』제50권 제3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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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혹은 서구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복지제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120) 나아가 앞으로의 복지국
가 발전에서 노동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어도 우리나라가 서구의 발달된
복지국가에 가까운 수준의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제도의 외형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
반적인 보호수준은 그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다. 단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규모가
매우 크고 급여수준도 낮다.『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
부예외자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510만 명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대비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26.5%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보
더라도 2011년 8월 현재 가입대상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및 직역
연금 미가입자의 비중이 23.6%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비중이 28.3%
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자가 공공부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다수의 근로빈곤층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층의 50.1%, 상
대빈곤층의 35.2%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는 현재
의 복지제도가 다수의 취약계층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실
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높은 본인부담이나, 실업급여
의 낮은 소득대체율 및 짧은 급여기간 등 낮은 복지급여 수준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실패는 복지제도 설계 측면의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
지만 노동시장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사회보험 급여의 불충분성이
주로 제도 설계상의 문제를 반영한다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노동시장
측면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
표되는 빈곤층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는 제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사회적으
로 필요한 제도의 부재에 기인한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불안정성과 격차 확대로 대표된다. 매우 높은 비정
120) 예를 들어 Hort and Kuhnle(2000)은 한국을 비롯한 1세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
이 유럽의 발전된 국가들과 같은 (복지국가의 - 필자 추가) 근대화 경로를 따르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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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비율이나 매우 짧은 근속기간이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매
우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격차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노
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에 불과해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힘은 매우 약하다. 임금의 양극화
를 막을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이 있지만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을 지키지 않는 비순응률이 높아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복지제도를 외형
적으로 확충하는 전략만으로는 다수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한 삶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복지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소요
되는 재원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노동의 역할과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항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노동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고, 현 단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항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도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 노동체제
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제4항에서는 앞으로의 우리
나라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노동의 역할과 노동 관련 정책 과제와 노동조
합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5항에서는 주요 결과와 정책제안을 요약하고 앞
으로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의 역할을 전망한다.

2.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과 노동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 단계를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
눈다. 이혜경(2007)은 1945∼1959년을 권위주의적 보존국가 시기, 1960∼
1987년 6월까지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기, 1987∼1997년 11월을 소극
적 복지국가 시기, 외환위기 이후를 생산적 복지시기로 구분하였다. 송호
근․홍경준(2006)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한국의 복지국가가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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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
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
누어 복지제도 발전과 노동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노동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노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형성에 관한 고전적 연구인
Briggs(1961)는 20세기 복지의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
들을 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노동계급이 복지 관련 입법의 내용과 기조
에 미친 영향을 들고 있다. 복지국가 형성에서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정
당의 역할을 중심에 놓은 것은 북유럽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권력자원
이론이다(Leibfried and Mau, 2008). Korpi(1983)는 산업화나 인구구조의
변화에만 주목하는 다원주의 이론이나, 지배계급의 의도를 중시하는 전통
적 맑스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노동자 정당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은 쉽게 설명되
기 어려운 현상이다. 조직된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자 정당이 정치영역에
서 행사할 수 있는 힘도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복지
국가 형성에 관한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가.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체제하에서의 복지제도 형성과 노동(∼1987)121)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복지제도 형성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정당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혜경(2007)은 박정희 정권 초기
에 이루어진 다양한 복지제도 관련 입법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시행되지 않거나 명목적으로만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복지제도
확대가 정치적 정당성의 창출을 위한 선전적 약속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각각 1962년과 1963년에 처음
121) 구체적인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다. 해방
이후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까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혜경
(2007)과 송호근․홍경준(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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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주도
세력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3년의「국민복지연금법」은
정치적 정당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었다.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연금제도는 실시되지 못했지만,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데, 연금제도를 대신해서 유신체제를 정치적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정무권, 2009).
정치권력의 정당화를 분석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Kwon(1999)이
다. 이 연구는 정당화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제도 구조는 비민주성을 유
지하는 가운데서 비민주성에 의해 위협받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점을 포착한다. 한국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당화의 수단은 경제성장이었지만, 사회정책도 경제정책에 대한 종속이라
는 제약하에서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Aspalter(2001) 역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사회정책은 정당화의 수단이었다고 이해한다.
정당화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의 보호도 중요한 사회정책
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섯 개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이 처음으로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1963년에 시행된 것은 산업
화에 필요한 핵심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정무권, 2009). 산업
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호하되,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표
는 자연스럽게 비스마르크형의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를 선택하는 결
과를 낳았다. 차이가 있다면 비스마르크 시기의 사회보험 도입이 점차 강
해지는 노동운동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Ritter에 의하면 1880년대에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었
다. 또한 산업근로자는 주변부의 취약계층에 비해 계속 소득활동에 종사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가 저개발국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도 우선 극빈자가 아니라 산
업노동자가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Ritter,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하에서 1977년에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
심으로 의료보험이 먼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핵심노동력에 대한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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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호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기여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를 포함할 경
우에 국가의 부담이 추가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Aspalter, 2001). 실제로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보조는 1988년 이후 농
어민과 자영자를 의료보험에 포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나. 민주화 이후 복지제도의 발전과 노동의 역할
1987년 6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전두환 정권이 굴복하고, 7∼8월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분출한 이후 한국의 정치질서는 본격적인
민주화의 궤도로 접어들었다. 또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집권당
인 민정당이 패배하고 야3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벌
어지게 되었다. 정상적인 민주절차가 회복되면서 선거에서 집권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
적으로 반영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의회권력이 야권으로 넘어가
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결정권이 분산되었다.
다른 한편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이 분출했으나 새로운 민주노
조운동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중앙조직이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기까지
는 10년의 시간을 더 필요로 했다. 또한 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것은 2004년에 이르러서였다. 일시적으로 고양되었던 노
동조합운동도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데 집중했고, 사회개혁을 위한 요
구는 주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제도의 확대는 노동운동의 주
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시민들과 농민․노동자등 국민 대중의 요구가 시
민단체와 노동․농민 조직 등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고 수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Kwon(1999)과 같이 민주화의 정치(politics of democrat
–ization)라고 부르든, 아니면 송호근․홍경준(2006)처럼 복지국가가 태
동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하든, 민주주의 정치질서와 국민 대중의 요구가
복지제도 확대를 추동하기 시작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복지국
가 형성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 정부가 집권한 1988년에는 1973년 법제화되었다가 오랫동안 잠
자고 있었던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고, 1988∼1989년에는 의료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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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에 실시되기 시작
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정책은 직장과 지역의 수백 개 조
합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이 여소야대 국
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이
는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내에 제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거부권(veto points)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122) 노태우 정
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에 농어민연금과 고용보험
을 실시한다.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을 기축으로 하는 사
회보장제도의 외형적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 또한 1996년에는 직장
의료보험을 제외한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의료
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발전의 새로운 전환은 역설적이게도 1997년 말 시
작된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경제체제의 급
진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했던 새로운 집권세력은 노동운동과의 대타협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정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타협의 핵심적인 목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노
동시장 유연화와 노동권, 복지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를 교환하
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1997
년 초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부딪혀 포기했던 것처럼 노동조합 운동도 노
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주요한 복지제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들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완화 및 지급기간 연장, 고용
보험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의료보험료 지원, 취
업지원․직업훈련․일자리 창출 확대, 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 사회보험
료의 통합징수 추진 등이다(노사정위원회, 1998). 특히 노동운동뿐만 아
니라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가 주요한 과제로
포함되었다는 점과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된
122)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송호근․홍경준(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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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위기가 복지제도의 약화가 아니라 복지제도의 강화로 귀결된 데
에는 새로운 집권세력의 성향도 작용했지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성장
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재벌과
경제관료들의 거부권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위기 시
에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 적극적으로 복지제도
의 확충 및 기존 복지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사
회보험과 최저임금제도가 모든 사업체로 확대되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낸 것이 큰 성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를 이어 복지제도의 확대 및 정비를 계
속 추진하였다.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한국형 EITC
(Earned-Income Tax Credit)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경로
연금제도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
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
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확충을 국가적 의제로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가 배경이 되었지만, 소득보장제도의 외형적 틀
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복지국가
를 발전시키는 다음 단계의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국
민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병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제도를 한나라당이 제기했다는
정치적인 고려와 비용부담에 대한 관료들의 반대 때문에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
회보험의 적용징수를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통합
하고자 한 계획도 무산되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을 크게 확충하는 것을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나라당과 사회보험 관련 공단
노동조합들의 반대를 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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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고세훈(2007)은
우리나라 복지의 저발전 현상을 미약한 노동세력에서 찾고 있다. 노동운
동의 현 상황이나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구조가 복지를 위한 노동운동의
동원가능성을 한층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진보적인 입
장에서 노동이 주도하는 복지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윤도현․박
경순(2009)도 지금까지 노동의 역할이 미약했으며 앞으로의 복지국가의
발전가능성도 미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재진(2009)은 민주화 이후 기
업별 노동조합이 성장했고, 그 가운데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
합의 선택이 보편주의적인 국가복지보다는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확대되
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동정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제갈현숙(2011)은 노동운동의 복지정치가 의료보험 통합을 제외하면 구
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정당이 적극적으로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
하면 노동이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한 역할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는 오
랫동안 독재체제와 반공이념의 지배 아래에서 노동운동이 억압되어 주체
로 성장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전체 노동
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한 주체적인 한계도 크다. 그러
나 노동의 역할이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
에 개입함으로써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를 통해 열린 공간은 대
중들의 사회적 압력이 복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
문이다. 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인지
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권력자원이론의 비판도 유효하지만 민주화가
복지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Lindert, 2004).
노동운동은 민주화 이후 여러 사회운동과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공동으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해 왔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부권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복지제도의 약화
가 아니라 확대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또한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핵심부문을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은 단순히 조직률로 환원될 만큼 작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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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제구조와 노동시장구조가 ‘워싱턴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
의적인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양극화로 압축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
는 사회적 의제가 본격적인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다. 현 단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노동시장의 제약
현 단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
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제도 확대를 어떻
게 평가하는가이다. 물론 이 두 차원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영
미의 자유주의형, 혹은 앵글로색슨형으로 보는 견해와 여러 유형의 특징이
혼합된 유형으로 보는 견해이다(이혜경, 2002)123). 자유주의형으로 보는 대
표적인 논자는 조영훈(2009)이며, 대체로 많은 논자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형과 보수주의형이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김영범, 2002; 백승
호․안상훈, 2009; 송호근․홍경준, 2006; 정무권, 2009).124) 한국 복지제도의
성격에 대해서 김연명(2002)은 한걸음 더 나아가 Esping-Andersen이 제기
한 자유주의형과 보수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으로는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을 설명하기 어렵고,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모두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연금과 의료보험에서 계층
화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관해 가장

12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은 김연명 편(2002),『한국 복지국
가 성격논쟁 Ⅰ』과 정무권 편(2009),『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Ⅰ』에 담겨 있다.
124) 여기에서 혼합형이라고 보는 논자들이 유형론을 지지하거나 한국이 서구와 같
은 복지국가로 성장했다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EspingAndersen이 제시한 보수주의형의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 자유주의형의 낮
은 복지수준 및 공공부조의 중요한 역할, 자유주의형에서 드러나는 불안정한 노
동시장 구조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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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내 논자들보다 오히려 외국의 연구자들이다.
Kuhnle(2004)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이 다양한 서구 복지국가
들과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형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 차원과 관련해서 김연명(2002, 2009)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국가복지의 확대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영훈(2009)은 신자유주의 경향이 관철되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장 비
판적이다. 남찬섭(2009)은 민간보험의 역할이 크고 IMF의 주장이 반영되
었다는 점을 들어 김대중 정부에서의 복지확대가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었
다고 보는 조영훈의 주장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다. 또한 이전 정부와 달리 김대중 정부가 국내의 다양한 반대세력들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지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인 복지지
출이 확대되었는지와 관련해서 백승호․안상훈(2009)이나 송호근․홍경
준(2006)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복지지출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실업대책에서 비롯된 착시현상이고 추세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늘
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국가복지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김연명(2009)이 지적하듯이
사회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나 실업대책의 효과를
제외하고라도 복지지출 이전 정부에 비해 추세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났
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제
약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작동하는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제약과 관련된다. 대
표적인 것이 제도와 실제 적용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광범위한 사각
지대이다. 복지개혁과 병행된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소수의 재벌
로의 경제력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
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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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
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 아래의 <표 1>과
<표 2>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이 커다란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1> 고용보험과 공적연금 적용률(2011년 8월)
(단위 : %)
고용보험

공적연금
전체
여성
공무원 가입 미 공무원 가입 미 미 직장 지역 미 직장 지역
등
가입 등
가입 가입 가입자 가입자 가입 가입자 가입자
전체
8.6 65.5 25.9
8.0 60.4 31.6 23.6 70.5
5.9 32.0 62.4
5.6
1～4인
0.5 33.8 65.8
0.5 32.6 66.9 57.0 30.8 12.2 63.0 28.4
8.6
5～9인
1.3
57.6
41.1
1.3
55.7
43.0
33.7
57.6
8.7
38.8
55.5
5.7
사업
10～29인
5.4 73.7 20.9
4.4 71.8 23.9 20.7 73.8
5.4 26.1 68.6
5.3
체규
30～99인
15.2 76.1 8.7 20.0 69.3 10.7 2.1 17.5
0.9 15.9 78.4
5.7
모 100～299인
12.3 82.1 5.6 10.7 82.7 6.6 5.7 93.2
1.1 10.1 88.7
1.2
300인 이상
21.8 74.5 3.7 21.6 72.2 6.3 3.6 95.8
0.7 7.3 91.3
1.4
종사 상용
12.6 84.3 3.1 13.5 83.9 2.6 1.1 98.5
0.5 1.3 98.3
0.3
0.5 35.5 64.0
0.5 33.3 66.2 58.0 27.7 14.4 62.7 25.4 11.9
상지 임시
0.1 6.3 93.6
0.1 3.6 96.3 80.4
0.4 19.2 89.1
0.1 10.8
위 일용
정규직
11.2 70.0 18.8 11.3 62.7 26.0 14.8 81.8
3.4 22.3 74.3
3.4
(정규 상용) 14.7 82.8 2.6 17.0 81.0 2.0 0.7 99.0
0.4 0.5 99.4
0.1
(정규 임시)
0.0 31.8 68.1
0.1 28.9 71.0 57.6 29.1 13.3 63.2 26.9
9.9
(정규 일용)
0.0 5.1 94.9
0.0 3.8 96.3 86.1
1.6 12.4 90.9
0.0
9.1
비정규직
2.0 54.1 43.9
2.0 55.9 42.1 43.2 45.3 11.5 46.6 44.4
9.0
한시적
3.0 70.7 26.3
2.9 70.0 27.1 24.6 69.7
5.7 28.1 67.6
4.4
(기간제)
3.5 76.4 20.1
3.3 78.1 18.6 19.2 76.3
4.5 21.0 75.5
3.5
고용 (계약 반복)
2.5 84.3 13.2
3.4 81.4 15.2 10.0 86.2
3.8 12.6 82.7
4.7
0.4 24.5 75.1
0.0 16.7 83.3 68.0 18.0 13.9 77.3 13.3
9.4
형태 (단기 기대)
시간제
1.1 20.8 78.2
0.7 26.0 73.3 76.6 14.1
9.3 74.7 17.0
8.3
비전형
0.1 43.4 56.6
0.0 52.7 47.3 53.6 26.0 20.3 54.9 27.6 17.4
(파견)
0.0 79.1 20.9
0.0 73.0 27.0 18.6 77.7
3.7 23.7 73.6
2.7
(용역)
0.1 79.8 20.0
0.0 82.6 17.4 19.6 76.9
3.5 17.0 81.0
2.0
(특수형태)
- - - - - 62.6
3.6 33.8 64.7
3.2 32.2
(가정내)
0.0 12.5 87.5
0.0 10.1 89.9 85.9
8.8
5.3 87.3
6.8
5.9
(일일)
0.0 7.3 92.7
0.0 3.5 96.5 75.2
0.2 24.6 85.6
0.2 14.2
주 : 공적연금은 18세 이상∼60세 미만 임금근로자 대상임. 고용보험은 비적용대상
을 제외하고 추계함. 고용보험의 비적용대상에는 65세 이상 근로자와 국제기구
및 기관 종사자 이외에도 가사서비스업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농림어
업 5인 미만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후자가 제도
적인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음.
자료 : 통계청(2011. 8),「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
전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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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로능력자의 현금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혜자 비율
(단위 : %)
각종 급여 및 고용서비스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현금급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위 가운데 하나 이상
교육․훈련지원금
공공근로
자활근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고용서비스 실업자훈련
창업지원
희망근로
청년인턴
위 가운데 하나 이상
위 가운데 하나 이상

절대빈곤층
50.1
1.3
0.9
0.0
51.9
0.1
1.8
2.5
0.5
0.5
0.4
1.1
0.0
6.0
54.8

상대빈곤층
35.2
2.8
1.5
0.1
39.3
0.0
1.6
2.8
0.4
0.4
0.2
1.7
0.0
6.5
42.1

일반계층
1.2
2.0
2.0
0.2
5.3
0.1
0.4
0.1
0.3
0.3
0.1
0.7
0.1
1.7
6.7

주 : 수치는 해당계층에서 급여 혹은 고용서비스를 받은 집단의 비중임. 행정자료
를 이용해서 확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제외한 다른 제도들의 수
혜자 비율은 가구설문조사에서 과소보고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조사 제5차
조사 자료」.

상시근로자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임시
직․일용직의 과반수는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고
용형태를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더 사회보험으로
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같은 규모
의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같은 고용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 사회보험 적용률이 더 낮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여성이 공식적
인 사회적 보호로부터 더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2>에는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각종 급
여 및 고용서비스를 받은 집단의 비중이 소개되어 있다. 이로부터 기초생
활보장제도를 제외하면 각종 급여와 고용서비스 수혜자 비중은 매우 미
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행정통계와 비교할 때 가구조사에서 고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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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참여자의 비중이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서비스 수혜자의 비중은 매우 낮다. 교육훈련이나 일자리 창출 관련
한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은 집단의 비중이 절대빈곤층은 6.0%,
상대빈곤층은 6.5%에 불과하다. 일반계층에 비해 절대빈곤층과 상대빈곤
층의 각종 현금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혜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업급여는 예외로 나타난다. 실업급여가 취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보편
적인 제도이고, 취업여건이 열악한 빈곤층에서 사각지대가 더 크기 때문
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상대빈곤층의 수혜율이 가장 높지만 절
대빈곤층과 비교하면 일반계층의 수혜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초
보장제도 수급자가 근로장려세제로부터 제외되어 있다는 점, 절대빈곤층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동안 내내 미취업 상태에 있다는 점 때문으로 해
석된다.
복지제도의 성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가 복지제도의 실질적인 성
과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제3항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
장의 특징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과 복지체제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동체제라는 용어가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엄격
한 개념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특징과 노동시장 관련 정책 및 제도(최저
임금이나 고용보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노동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노동체
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체제, 혹은 고용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논자들
도 있다(정이환, 2011; 김성희․이철, 2011). 이 글에서는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찾아볼 것이다.
한국의 노동체제는 아주 세부적으로는 자유주의형인 앵글로색슨 국가
들과 구분되면서도 대륙유럽형이나 북유럽형보다는 자유주의형에 가깝
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이환(2011)은 고용보호지수, 노조조직률,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을 이용한 노동시장 제도에 관한 군집분석으로부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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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었다. 또한 고용률, 장기근속자 비율, 분위임금배율 및 저임금노
동자 비율, 기간제 고용비율 등을 이용한 노동시장 성과에서 미국과 함께
매우 예외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보였다. 황덕순(2011a)은 실업
급여의 관대성 지표를 이용한 군집분석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세부
항목별 구성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일본과 한국, 미국과 영국 등 앵
글로색슨 국가들이 가까운 유형으로 묶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도 두드러지는 것은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
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외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관련 정책, 노동조합의 역할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가.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징 : 낮은 고용창출력과 취약한 고용의 질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보여주는 고용률과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근속기간, 저임금 노동자 비율, 남녀간 임금격차 등을 살펴본다.
[그림 1]〜[그림 3]은 OECD 국가들의 고용률(15〜64세)을 2010년과
2000년 시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전체 고용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그림 1]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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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국가의 남성 고용률(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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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슬로베니아는 2002, 2010.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그림 3]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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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편에 속하며,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
년간 집권한 세 정권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중시했던 것은 고용창출이 부
진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낮은 고용창출 능력이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
는 점은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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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남성의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중하 수준이라면 여성의 고
용률은 아래에서 다섯 번째로 낮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예외적인 성격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두드
러진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림 4] OECD 국가의 피용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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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은 2003, 2009; 멕시코는 2005, 2009; 호주는 2001, 2009; 아이슬란드는
2003, 2009; 오스트리아는 2003, 2009; 포르투갈은 2000, 2009; 스웨덴은 2000,
2001, 슬로바키아는 2001.
자료 : OECD, Employment Database.
[그림 5] OECD 국가의 피용자 중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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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Employ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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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을 비롯한 다른 지표들을 비교하였다. 1년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율은
2009년 현재 36.2%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
자의 비중은 16.9%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2005년에 2003년
의 한국과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비슷했던 멕시코에서 이 비율이
2009년에 크게 낮아졌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불안
정성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를 알 수 있다.
근속지표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특정 시점에
서 측정한 근속기간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불안정고용 계층을 모두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
널로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2006년에 취업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같은 직
장에 계속 취업해 있던 집단의 비율이 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해에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상용직 피보험자 가운데 1년 동안 같
은 직장에서 일한 집단의 비중을 구해본 결과 53.3%로 비슷하게 나타났
다(황덕순, 2009).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 남짓만이 1년
내내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상 측면에서의 고용의 질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나 성별 임금격차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6]에는 OECD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소개
[그림 6] OECD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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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스페인은 1999, 2008.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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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25.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10년 전인 1999년에는 미국에 비해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과 비교
해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요소들이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이 성별이나 사업체 규모, 고
용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자
세히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많은 OECD 국가들의 수준을 두 배 이상 뛰
어넘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7]에서 남녀간 임금격차는 2009년에 39%로 두
번째로 높은 일본의 28%에 비해 11%포인트 높다. 일본의 28%조차 다른 나
라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자들보다 더 영세한 산업이
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더 많이 일할 뿐만 아니라 고용도 훨씬 불안한 비정
규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감안하
더라도 남자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그림 7]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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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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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의 낮은 효과성
한국의 노동시장이 극단적인 특징을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동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
장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제도인「근로기준법」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보호제도의 실질
적인 효과성도 의문이다.
고용보호제도는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비
정규직,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
도한 고용보호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제기하
기도 하지만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
다. [그림 8]은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지수를 2008년과 1998년 두 시점
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
주 등 자유주의형 국가들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낮
고, 멕시코, 터키와 같은 상대적 저소득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대륙유럽형 국가들의 고용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의 경우 중간 수준보다 낮은 고용보호지수를 보이
[그림 8] OECD 국가의 고용보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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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규제가 경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용보호
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준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
고 있는 일부 민간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금융산업 등에서는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가 지켜지지만, 기간제 등 각종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약하고, 탈법적인 간접고용이 남용되는 현상도 심각하다(은수미 외, 2010).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현실이다.
저임금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법정최저임금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순
응률도 매우 높다. [그림 9] (a)는 제도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평
균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여준다.
1988년에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중위임금 대비 30%를 조금 넘었던 최
저임금이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2000년 이후 추세적
으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2009년 현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1.6%로 제도 도입 초기의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다. 더
구나 2009년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진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순응률을 보여주는
최저임금미만자 비율이 2000년 이후 계속 높아져 왔다는 점이다. 제도의
비순응률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
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Hwang
and Lee(2011)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꾸
준히 높아져 왔고,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추
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ppelbaum et al.(2010)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시장에는 노동조합과 최저
임금제도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 실업급여 수준이 노
동시장 임금 수준의 실질적인 하한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되는 실업자의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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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비순응률 추이

(a)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b)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자료 :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추이는 노동부, 임금구조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
액 기준, 비순응률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 8월). 원자료를 이용.

급여 수준도 낮아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이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이를 보여준다.
[그림 10]은 OECD 국가의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을 서열화시켜서
보여준다. 한국의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율은 1999년에는 비교대상 국
가 가운데 가장 낮았고, 2009년에도 GDP 대비 0.42%로 뉴질랜드, 영국,
폴란드,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나라들에 속한다. 이렇게 낮은 소극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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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ECD 국가의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GDP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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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뉴질랜드는 1999, 2007; 한국은 2000, 2009; 스위스는 1999, 2007; 룩셈부르크
는 2002, 2009; 이탈리아는 2004, 2009.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그림 11] OECD 국가의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율(2009년, 실직 전 소득 대
비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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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동시장 지출은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소득대체율이다. [그림 11]에는
실직한 해와 그 이후 5년 동안의 보호 수준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실직 후 5년간의 소득대체율 평균값이 6.6%로 가장 낮고, 첫해의 소
득대체율은 30.4%로 체코의 29.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실직 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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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GDP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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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2, 2009; 이탈리아는 2004, 2009.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년간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실업부조가 없고, 실업급여
의 지급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황덕순(2011a)은 OECD 14개 나라를 대상
으로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관대성이 가장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뿐만 아니라 취업알선이나
훈련, 고용보조금,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서도 이루어진다. 2009년 현재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자유주의형에 속
하는 나라들 및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일부 체제전환국들과 함께
매우 낮은 나라군에 속한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북유럽형과 대륙유럽형에 속한 나라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
출은 잘 알려진 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율이 극단적
으로 높은 이유는 노동시장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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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 내부의 차
이를 평준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 때문이다. [그
림 13]은 OECD 국가들의 2009년과 1999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여
준다. 한국은 10% 내외의 노동자들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어서 터키, 프
랑스, 에스토니아, 미국과 함께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노동조합의 사
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로 조직률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적용률도 중
요하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단체협약
적용률과 노동조합 조직률에 차이가 거의 없다. OECD(2004)에 따르면
2000년에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조직률과 차이가 거의 없어서 자료
가 수집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
에 조직되어 있는 부문이 집중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이 노동자 내부의 차
이를 줄이는 데 더 큰 한계를 드러낸다. <표 3>의 첫 번째 두 칸에는「경
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해서 주요 변수별로 저임금 노동자 비
율과 노조조직률을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13] OECD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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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1999, 2008; 아이슬란드는 1999, 2008.
자료 : OECD, Employ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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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임금 비율, 노조가입률, 노조의 임금 효과 및 저임금 여부에 미치는 효과

전체
남성
성별
여성
1～4인
5～9인
사업체 10～29인
규모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상용
종사상
임시
지위
일용
정규직
(정규 상용)
(정규 임시)
(정규 일용)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고용
(계약 반복)
(단기 기대)
형태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일일)
노동 있음
조합 없음

저임금
비율
22.6
13.7
34.5
47.4
30.2
20.8
12.4
7.6
3.5
7.7
42.0
57.0
14.7
5.0
42.0
65.2
37.6
33.3
32.9
14.0
51.2
53.7
41.4
35.4
50.0
21.4
80.2
48.9
8.8
26.9

노조
가입률
10.9
14.1
6.7
1.0
2.1
7.1
13.0
24.3
33.2
17.5
0.8
0.0
15.2
20.0
0.9
0.0
2.6
3.9
3.4
11.6
0.7
0.3
1.4
4.6
3.7
0.1
0.0
0.0

시간당 로그임금
회귀분석

저임금 여부
로짓분석

0.201(0.007) ***

-0.392(0.024) ***

0.107(0.008) ***
0.168(0.008) ***
0.215(0.009) ***
0.236(0.011) ***
0.379(0.011) ***
0.317(0.014) ***
0.146(0.013) ***

-0.119(0.026) ***
-0.263(0.027) ***
-0.371(0.032) ***
-0.475(0.046) ***
-0.732(0.063) ***
-0.773(0.044) ***
-0.253(0.040) ***

0.027(0.014) *

-0.046(0.044)

-0.022(0.013)

0.101(0.040) *

-0.175(0.011) ***

0.103(0.035) **

-0.024(0.024)
-0.081(0.015) ***
0.140(0.018) ***
-0.532(0.036) ***
0.065(0.018) ***
0.063(0.007) ***

0.062(0.075)
0.241(0.048) ***
-0.440(0.058) ***
0.696(0.145) ***
-0.209(0.058) ***
-0.002(0.033)

주 : 저임금은 전 산업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함. 회귀분석 및 로짓분석
에서 추정계수는 *인 경우 p=0.05, **는 p=0.01, ***는 p=0.001에서 유의함. 표
시된 변수 이외에도 가구주 여부, 혼인 여부와 교육 수준과 같은 인적 속성 및
산업과 직업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음.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26,522명임.
자료 : 통계청(2011. 8),「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

이에 따르면 규모가 큰 사업체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고
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알

<보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247

수 있다. 또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률과 저임금 노
동자 비율이 명확히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직률이 높을수록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의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적 속성과 사업체 속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와 저임금 여부에 관
한 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3>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칸에 제시되
어 있다. 표에는 노조유무와 성별,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에 관한 주요
변수들만 제시되어 있고, 교육수준이나 산업이나 직업 등 다른 변수들은
생략되었다. 우선 임금함수 추정 결과를 보면 <표 3>의 대부분의 변수들
이 유의미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임금
이 6.3%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자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고도 여자보다 임금이 20.1%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지위 및 고용
형태와 관련된 변수들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동조합이 임금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저임금 노동 여부에 관한 로
짓분석에서 노동조합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노동조합이 임금
수준을 평준화시키는 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변수들
의 추정계수는 임금함수와 반대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유의미하다. 노동
조합이 저임금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Hwang and Lee(2011)는 노동조합이 1990년대에는 저
임금 노동을 낮추는 효과가 약하게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이마저
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Hwang
and Lee(2011)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내 임금의 변이계수(표준편
차*100/평균)의 로그값에 미치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 <표 4>에 소개되어 있다. 이는 1998∼2008년의 임금구조통계조사자
료를 산업 단위로 가공하여 산업별 조직률 및 다른 산업특성 변수들이 저
임금 노동자 비율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였고, 산업분류가
바뀐 시점에 따라 1988∼1992년, 1993∼2001년, 2002∼2008년 세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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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상관 여부를 검정하여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난 앞의 두 시기는 이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표 4> 노조조직률이 산업 내 임금의 변이계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패널 고정
효과 모형, 1988〜2008년)
노조조직률
남성비율
55세 이상
30세 미만
고졸 이하
비사무관리직
30인 미만
30～299인
로그평균임금
1989
1990
1991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수항
N
R²

1988～1992(AR1)
-0.041(0.163)
-0.129(0.605)
-3.802(1.002) ***
0.118(0.399)
-0.104(0.440)
0.497(0.379)
0.223(0.420)
0.577(0.231) ***
0.426(0.226) *
-0.128(0.043) ***
0.026(0.052)
0.029(0.059)
0.095(0.075)

1993～2001(AR1)
-0.156(0.094) *
0.635(0.391)
0.262(0.580)
1.007(0.301) ***
-0.567(0.307) *
0.661(0.202) ***
-0.479(0.215) **
-0.271(0.148) *
-0.237(0.134) *

2002～2008
-0.316(0.157) **
0.477(0.475)
0.636(0.522)
0.570(0.373)
-0.166(0.140)
0.177(0.224)
0.830(0.250) ***
0.244(0.233)
0.712(0.163) ***

0.086(0.032) ***
0.083(0.043) *
0.112(0.050) **
0.117(0.055) **
0.138(0.056) **
0.222(0.061) ***
0.322(0.065) ***

1.496(1.287)
249
0.009

6.336(0.546) ***
415
0.177

주 : *는 p=0.1, **는 p=0.05, ***는 p=0.01에서 유의함.
자료 : 노동부,「임금구조통계조사」 원자료.

0.005(0.036)
0.025(0.039)
-0.099(0.038) **
-0.134(0.041) ***
-0.047(0.044)
-0.176(0.081) **
-0.653(1.326)
399
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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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노조조직률은 1993년 이후 시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단위를 고려할 때 노동조합
조직률의 효과는 조직률이 10%포인트 높아지면 변이계수가 각각 1.6%
(1993〜2001년)와 3.2%(2002〜2008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 평균적인 조직률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임금을 평준화시키는 효과
는 있지만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표 3>
이 Hwang and Lee(2011)에서 노동조합이 2000년대 이후에 저임금 노동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 노동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정책의 기본방향
제4항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복지국가 발전에서 노동의 역할
과 복지제도의 한계, 우리나라 노동체제의 특징에 대한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만
복지국가와의 관련 아래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복지정책 및
노동체제의 문제와 관련된 경제․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노동 관련 정책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인 전병유
(2009)와 장지연(2011)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살펴보자.
전병유(2009)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자영업까지를 포함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정책, 복지 보편주의, 사회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로 노동시장에서의 양
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대안이 중소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이나 제도적 기초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
만 연대임금을 위한 노력과 복지의 지속적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로 보편주의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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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복
지서비스의 사회투자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복지국가 구축의 필요조건
이며, 이는 동시에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지연(2011)은 유연안전성이 한국의 현실적인 정치경제학적 조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자유주의적 처방이 모든 나
라에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제시하는 대안의 큰 원칙
은 노동시장 규제를 통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한국형 결합방식이
다. 주요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을 통한 1차 분배 정의 확보, 일자리의 질
과 양을 늘림으로써 청년과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늘리
는 것, 1차 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2차 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
로써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
향하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고용전략모델 마련(경제․산업정책과 사
회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용정책 추진, 경제산업정책은 시장의 공정
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공정한 노동시장(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 불
법적인 사내하도급과 파견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산별노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확대, 최저임금 인상과 효과성 제고), 중간 수준 일자리 만들기(청년
층 고용할당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공공성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실
업급여 수급 요건 개선과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이다.
본 연구는 전병유(2009)와 장지연(2011)에서 제시한 입장에 공감하며
제2항과 제3항에서 다룬 내용에 기반해서 정책과제를 더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급여의 적절성을 높
여나가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각지대는 복지제도 설계의 문
제도 있지만 노동시장 문제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 기반 위에서는 복지제도의 건강성을 확보
할 수 없다. 노동시장 문제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과도하게 벌어진 1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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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는 노동시장 문제를 일으키
는 근본원인인 생산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을 강화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
시장 제도와 노사관계의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는 경제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과 경제구조의 양극화에서 비
롯되는 것이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살펴보자.
나. 노동 관련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절성 확보125)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는 제도의 미비에 의한 사각지대와 노동시장
문제에서 비롯된 사각지대가 있다. 우선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이다. 제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비정규직과 소규
모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
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당근
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늘리는 것이고 채찍은 사회보험을 적용․
징수하는 행정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 문제
를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채택한 것은 참여정부이다. 인수위원회에
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업무의 일원
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2006년
에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
수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
회,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2008). 이 방안은 근로장려세제 도
입을 통해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을 강화하고, 그 기반 위에 사회보험료
를 통합징수함으로써 사회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적용․징수 업무를 이
관해야 하는 공단노동조합의 반대로 법제화에 실패하였고, 이명박 정부
125)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들의
개선방향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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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두 방안 사이
에는 차이가 크다. 참여정부의 통합방안은 적용과 징수 업무 전체를 일원
화하는 것인 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통합은
징수행정만을 통합한 데 불과하다. 그 결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본래
의 목적으로부터 크게 멀어지게 되었다. 적용과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서
사업주들이 사회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것은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채찍이라면 당근 정책은
2009년부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해서 사회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이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과 소규
모 영세사업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이병희(2011)는 사회보험
료 지원을 통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을 공식고용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시하는 내용은 10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최저임금의 1.3배까지의 근로자 85만 5천 명에게 최대 80%(점
감률 26.7%)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노사에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소요예산
은 7천 5백여 억 원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그동안 연구자들이 제시해 왔던
안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현재의 정부안에 따르면 5인 미만 사
업체의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약 122만 명 대상)를 대상으로 노사
가 분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지원율이 낮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간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낮을 우려가 크다. 그러나 첫 단추
를 끼웠다는 점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발전시키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 혹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는 노
동시장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설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기초생활보
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이외에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 및 여러 가지 부가적
인 수급자격 요건 때문에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또한 1차 안전망인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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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수혜범위가 좁고 지원기간과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이다.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근로빈곤층이 소득보장이나 고용서비
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도의 수급자격 요건이나 지원 수
준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수의 자영자나 청년층 신규진입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취약한 근로자들의 다수는
사회보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된 상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안
전망인 실업급여와 최종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과 현금급여를 결합한 새로운 2차 안전망으로 ‘한국형 실업부
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6)
이 외에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건
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급여의 적절성을 개선하는 방안,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과제 등이 사각지대를 줄
이고 급여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순위가 놓은 과제들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노동시장 내 격차 축소
제3항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내부의 격차 문제에 대해
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격차가 경제구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다음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 및 노동
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선 무엇보다도 노동시장과 제도의 관
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과 제도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지
배적인 시각은 규제무용론, 혹은 탈법불가피론에 가까운 것이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다양한 수단으로 피해나가
기 때문에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나, 나아가 다양한 탈법을 방치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제도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벌어져 왔다. 시장과 제도와
126)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2차 안전망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황덕순(2011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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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시장을 비역사적인 실체로 보고,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오히려 시장이란 다양
한 사회적․제도적 규범이라는 제약하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제도로 이해
되어야 하고, 어떤 사회적․제도적 규범 아래에서 시장이 작동해야 하는
가를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노사관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법에 의해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권이 부당
노동행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공권력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부터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무기력하다. 이는 노동조합이 시
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관료사회에
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제기하는 여러 제도개선 방안들은
노동시장과 제도와의 관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및 노동행정이 정상
화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근로
기준법」을 전면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에 대해 핵심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제한, 집단해고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제한, 휴업수당, 연장근로에 대
한 제한 및 연차유급휴가 등이 대표적인 적용제외 조항이다.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실질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
더라도, 근로기준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고용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법집행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
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14]는 전반적인 고용보호지수와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
및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
용보호지수가 단기근속자 비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장기근
속자 비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한국은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고용보호지수와 무관하게
단기근속자 비율은 높고, 장기근속자 비율은 낮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집
행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호제도가 효과를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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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용보호지수와 단기근속자 비율 및 장기근속자 비율의 관계(2008년)

(a)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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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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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X축이 고용보호지수, Y측이 단기․장기근속자 비율.
자료 : OECD, Employment Database.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법집행의 실효성
을 높이는 것으로도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
사한다.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사
내하도급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남
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사용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임금차별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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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비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을 줄임
으로써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서술한다.
남용억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임금차별
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노동시장 전반에 확립되어
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직무가치에 기반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
론 직무가치는 절대불변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중위임금의 50%까지 현실화하는
것을 중기적 목표로 하고, 노동행정을 강화해서 최저임금 비순응률을 낮
추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비순응률이 꾸준히 높아져 온
것은 노동행정이 시장을 규율하는 데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고용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모범사용자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
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참여정부에서부터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추진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율이 현저히 낮다. 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
만 사회서비스 확충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공공부문
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이 지
금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틀 내에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의
여성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1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서비스 산업의 저임금 노동 비율은 20.1%에 이른다(그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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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
급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
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 최근에는 영리조직의 역할도 빠
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고
용주로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15]는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낮다. 이는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고용규모가 작고, 사회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에 의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고용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정
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재원조달과 가치평가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야만 한다.
[그림 15] 공공부문 고용비율(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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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의 공공기관 고용인원은 ILO의 통계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및 교원(970,690
명, 자료출처 : 행안부 정부조직관리시스템, org.mopas.go.kr), 공공기관 정규직
원 및 비정규직(정규직: 241, 767명, 비정규직: 3,8125명, 자료출처: www.alio.go.kr),
지방공사 및 공단, 직영기업 상임임원 및 직원(61,962명, 자료출처: www.cleaneye.go.kr)
을 합해서 구한 것임.
자료 : ILO, Labor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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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낮은 조직률뿐만 아니라 조직기반의 편중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되어 있고, 이 외에 공무원, 교원과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
조합과 금융부문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취약한 노동자
들일수록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
직된 노동조합이 폭넓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체계를 마
련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라는 대의는 심각
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조직화와 산업별 교섭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제도적 걸림돌들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연대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더욱 배
가되어야 한다. 산업별로 연대임금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함께 정부
와 사용자도 연대임금정책의 성과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산업정책 강화
노동시장 문제의 뿌리는 경제영역과 생산체제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말 이후 고용과 보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사용자들의
주도성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확대는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조합이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완화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
롯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다. 고
용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는 사업체
규모별 고용비율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이다.
[그림 16]에는 OECD 국가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이 소개되어 있고,
[그림 17]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1인당 부가가치의 격차(대기업
의 1인당 부가가치÷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제시되어 있다.127) 자
료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과 한국, 캐나다, 미국 사이에는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 250명
127) 여러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모든 OECD 국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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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과 캐나다는 300명, 미국은 500명을 기
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데
는 큰 무리가 없다. 한국의 2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이의 고용규모를 감
안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한국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과 1인
당 부가가치의 격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
문이다.
우선 OECD 국가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을 보면 한국은 13.7%로서
가장 낮다. 반면 미국은 5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
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이 가장 높아서 50.6%에 이른다. 그 다음이 한국과
같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로 비율은 50.1%이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남유럽 국가들이 모두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고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이 높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고용조건이 양호한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율이 매
우 낮다는 점이 전반적인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높은 저임금 비율을 설명
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림 16] OECD 국가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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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유럽 국가들은 2005년, 250인 이상, 비금융부문; 한국은 2009년, 300인 이상; 캐
나다는 2010년, 300인 이상; 미국은 500인 이상, 2008년.
자료 : 한국, 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유럽국가,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31/2008; 캐나다, Statistics Canada; 미국, Statistics of US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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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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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유럽 국가들은 2005년, 250인 이상; 한국은 2009년, 300인 이상.
미국과 캐나다는 자료를 찾지 못해 제외함.
자료 : 한국,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유럽국가,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31/
2008.
[그림 18] 대규모사업체 고용비율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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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유럽 국가들은 2005년, 250인 이상; 한국은 2009년, 300인 이상.
미국과 캐나다는 자료를 찾지 못해 제외함.
자료 : 한국,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유럽국가,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31/
2008.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율이 가장 낮았던 한국이 사업체 규모별 생산
성 격차는 가장 크다. 한국의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부가가치는 300
인 미만 사업체의 2.89배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이는 소수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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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기업 간의 진정한 생산성 격차를 반영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원하청관계 등 시장의 왜곡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율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
성 격차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한국은 추세선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훨씬 크다(그림 18 참조).
경제영역에서의 양극화는 대중소기업 사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128) [그림 19]는 산업별 저임금 고용비율을
보여준다. 산업별로 저임금 고용비율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고부가가
치서비스 및 교육, 전기가스수도 및 하수처리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광업
및 제조업과 함께 저임금 고용비율이 낮은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나 가내서비스, 부동산과 같은 영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저임금 고용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에서 저임금 고용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점이 주
목된다.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에서 저임금 고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 및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만들어지는 낮은 질의 일자리 때문이다. 이 분
야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공부
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에서 저
임금 고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 산업에 사내외 하도급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원하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관계 및 부당
한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영세 자영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이다.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은 2000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경제
양극화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를 통해 자
128) 이 외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양극화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다
루지 않는다. 경제력 집중과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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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사서비스 노동자 보
호는 올해 ILO에서 가사노동자 협약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중요한 의제
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범위 안으로
포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점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
중을 완화하면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고 원하청 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공
정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거시경제정책은 수출대기업에
유리한 환율정책과 함께 물가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환경하에
서 외환보유고를 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출을 통한 성장이라는 과
거의 성장패러다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이
지 않는 가운데 다수의 내수중소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수출대기업으로 커
다란 경제적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시겅제정책의 공정
성을 회복하는 것이 복지․노동정책만큼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 고용과제이다.
[그림 19] 산업별 저임금 고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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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저임금은 전 산업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2011. 8),「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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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제2항에서는 우리나라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노동의 역할, 현재의 사회
보장제도의 한계와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1987
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치권력의 정당화가, 이후에는 시민운동, 노동조합,
농민조직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국민대중들의 요구가 복지제도를 확
대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는 재벌과
경제관료들의 거부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노사정 타협을 통해 복지제도가
오히려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노동운동이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일정한 거부권을 근거로 노사정 타협에
참여할 수 있었고, 2004년 이후에는 민주노동당이 선도적인 복지 관련 의
제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가 노동과 관련되는
또 다른 측면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3항에서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체제의 특
징을 살펴보고, 복지제도와 관련된 함의를 찾아보았다. 노동시장의 두드
러진 특징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내부 격
차가 크다는 점이다. 성과 고용형태, 사업체규모 등이 노동시장 내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고,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직접 관
련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격차 확대는 근본적으로는 경제구조와 생
산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의 취
약한 것도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호제도, 최저임금제도, 소극적․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 모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제2항과 3항의 분석에 기반해서 노동의 관점에서 복지국
가 발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복
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절성 확보, 둘째,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노동시장 내 격차 축소,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산업정
책 강화이다. 첫 번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는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264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통합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해 해소, 한국형 실업부
조 도입을 통한 실업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제
도 도입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의 내실화 등이 주요 과제
이다. 두 번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들의 전제조건은 노동시장과 제도
의 관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상화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근
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및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 사회서비스 부문
에서 공공부문의 고용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산업별 교섭의 확대와 연대임금정책의 강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와 관련된 정책과제들
은 독점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원하도급 관계 개선과 산
업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들로 요약된다. 거시경제정책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의 역할에 대해서 전망해
보자. 우선 서구와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 정당이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노동의 주관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밝지 않다(고세훈, 2007; 윤도현․박경순, 2009). 그러나 노동이 당분
간 복지국가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 해도 복지국가로의 발전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Baldwin(1990)의 논의는 우리 상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Baldwin은 권력자원 이론의 접근방법을 받아들이면서도 노
동운동 및 노동자정당의 역할만을 중심에 놓은 점을 비판하고, 복지국가
의 발전이 나라와 시기에 따라 중산층을 포함한 서로 다른 사회적 계급의
결합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
들이 가장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통한 위험의 공유와 재분배를 선호한다는 주장
은 매우 정태적이다. 어떤 집단이 어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가는 역사
적으로 볼 때 정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또 여러 집단
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바뀐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

<보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265

험조합의 통합을 격렬히 반대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처지에 놓여
있던 직장의료보험조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전체로는 사
회적 위험을 통합해서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대의를 지지했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이라는 단일한 보험자로의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매우 동질적인 사회라는 점도 중요하다. Lindert(2004)는 복
지 지출 확대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에서 2차 대전 이후에는 하층계급과
중산층 사이의 이동이 활발하고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복
지지출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아직도 매우 동질적인 사
회이고, 중산층까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양극화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이 복지확대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는 배경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노동이 복지정치를 주도하지 못하겠지만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복지국가 확대를 추동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노동
자 정당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화되지 않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노동의
복지정치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장기적인 복지국가 발전에서 노동의 역
할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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