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장지연․최영준․김기선․강성태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2장 복지국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 :
198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장지연) ····· 5
제1절 문제제기 ·················································································· 5
제2절 기존연구와 분석틀 ································································· 7
1. 기능적 등가물 ············································································· 7
2. 다양한 결합양식 논의 사례 ······················································· 8
3. 이중구조론 ·················································································· 10
4. 분석틀 ························································································· 11

제3절 결합양식의 변화양상 ····························································· 12
1. 지표를 통한 비교 ······································································· 12
2. 개별 국가 제도변화의 경험 ······················································· 21

제4절 제도변화의 유형 ····································································· 39
제5절 맺음말 ······················································································ 45

제3장 노동시장 변화와 연금제도 개혁 : 고용불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 (최영준) ····· 53
제1절 서 론 ························································································ 53
제2절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관계 ················································ 55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연금제도 ············································ 55
2. 연금제도 유형과 노동시장의 위험 ··········································· 58

제3절 OECD 국가의 노동시장과 연금체제의 변화 ···················· 62
1. OECD 국가 연금체제 ······························································· 62
2. 고용불안정의 증가와 연금개혁의 동향 ··································· 68
3. 고용불안정과 노인빈곤 : 퍼지셋 결합 분석 ····························· 76

제4절 사례연구 ················································································ 84
1. 네덜란드 ···················································································· 84
2. 영 국 ························································································· 86
3. 일 본 ························································································· 89
4. 독 일 ························································································· 91

제5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 92

제4장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 (김기선) ···· 99
제1절 서 론 ······················································································ 99
제2절 고용보호지수의 의의 ···························································· 101
1. 고용보호지수의 개념과 유형 ···················································· 101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 ··········································· 103
3.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 중 고용지수 ··································· 110
4. IMD의 세계경쟁력연감과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 ············ 114
5. 각 고용보호지수의 특징 ··························································· 119

제3절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를 중심으로 ···················································· 121
1. 고용보호지수의 기준에 대한 비판 ··········································· 128
2. 고용보호지수의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 ······················· 129
3. 결 론 ························································································· 131

제5장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의 실제 : OECD 고용보호
지수를 중심으로 ················································· (강성태) ···· 133
제1절 서 론 ······················································································ 133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33
2. OECD 고용보호지수 산정의 개요 ··········································· 137

제2절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 ···························· 140
1. 예비적 설명 ··············································································· 140
2. 정규직의 개별해고 규제 ··························································· 142
3. 임시직의 채용과 해고 규제 ····················································· 158
4. 집단해고의 추가 규제 ······························································ 170

제3절 고용보호의 실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적정성 ······················ 175
1. 문제제기 ···················································································· 175
2. 경영해고 절차의 비교 ······························································ 177
3. 기준 내용의 적정성 ·································································· 180

제4절 요약 및 맺음말 ····································································· 182
1. 요 약 ························································································· 182
2. 맺음말 : 고용보호지수의 한계 ··················································· 184

제6장 요약 및 결론 ·········································································· 186
참고문헌 ······························································································· 191

표목차

<표 2-1>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국가별 다양성 ················· 8
<표 2-2> 노동시장제도와 소득분배제도의 결합양식 : Amable ·········· 9
<표 2-3> 소득 및 고용의 안전성 레짐: Eichhorst & Konle-Seidle ··· 10
<표 2-4> 사회 및 노동시장 분할에 대한 대응 : 네 가지 이념형 ······· 11
<표 2-5> 고용보호 수준 변화 ······························································ 19
<표 2-6> 사회적 보호 수준 변화(실업 관련 지출) ···························· 19
<표 3-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별 특성 ········································ 59
<표 3-2>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위험(risks) ································· 59
<표 3-3> 연금체계 구조 ······································································· 64
<표 3-4> 연금지출 구조 ······································································· 67
<표 3-5> 비전형적 근로자와 연금제도 ··············································· 75
<표 3-6> Fs/QCA 분석을 위한 요인 정리 ········································· 79
<표 3-7> 리스트연금 보조금 ······························································· 92
<표 3-8>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 94
<표 3-9>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 비율 추계 ·········· 97
<표 4-1>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 산정 방식 대분류 1 :
정규직에 대한 개별해고 ··················································· 105
<표 4-2>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 산정 방식 대분류 2 :
임시고용 ·············································································· 107
<표 4-3>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 산정 방식 대분류 3 :
집단해고에 대한 추가 규제 ··············································· 108
<표 4-4> 가중치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입법의
Version ················································································ 109

<표 4- 5> 고용보호지수의 가중평균을 위한 항목별 비중 ··············· 109
<표 4- 6> 기업활동평가의 고용경직성 산정 방식 ··························· 111
<표 4- 7> 기업활동평가 고용부문에 대한 2011년 한국 조사 결과 ··· 113
<표 4- 8> 세계경쟁력연감의 고용 관련 지표 ··································· 115
<표 4- 9> 국제경쟁력보고서의 고용 관련 지표 ······························· 118
<표 4-10> 국제기관들의 고용보호지수의 비교 ································· 120
<표 4-11>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정규직 ······· 122
<표 4-1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임시고용 ··· 123
<표 4-1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집단해고 ··· 124
<표 4-14>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종합지수 ··· 126
<표 5- 1> 당시 노동부가 발표한 OECD 평가의 개요 ····················· 139

그림목차

[그림 2- 1] 분석틀 :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구조 ·················· 12
[그림 2- 2] 독일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 15
[그림 2- 3] 네덜란드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 15
[그림 2- 4] 오스트리아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 16
[그림 2- 5] 영국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 17
[그림 2- 6] 스웨덴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 18
[그림 2- 7] 덴마크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 18
[그림 2- 8] 임금노동자의 근속기간별 분포(1990년과 2005년) ··········· 34
[그림 2- 9] 덴마크의 연도별 파업건수 ················································ 37
[그림 2-10] 자유화 경로의 이념형적 접근 ··········································· 41
[그림 2-11] 유연화의 경로 : 이중화와 연성이중화 ······························· 44
[그림 3- 1] 노동시장의 변화와 생애주기적 접근 ································ 57
[그림 3- 2] 한시적 고용의 변화 ··························································· 69
[그림 3- 3] 시간제 고용의 변화 ··························································· 70
[그림 3- 4]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index)의 변화 ····· 71
[그림 3- 5]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의 변화 ···································· 78
[그림 3- 6] 탈상품화지수와 노인빈곤 간의 관계 ································ 80
[그림 3- 7] 고용보호지수와 노인빈곤 간의 관계 ································ 81
[그림 3- 8]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층체계 가입자의 변화 ·················· 87

요약

ⅰ

요 약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이 지난 30여 년간 고용보호의 수준을 낮
추어가는 한편, 이를 보충할 만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만들어가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유연안전성을 목표로 내걸
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대한 자유화의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했
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 삶의 불안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라는 판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
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용보호가 완화되면서 불안정해진 노동시장에 조응
하여 사회적 보호체계는 어떤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는
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유연안정화의 경로를 따라
간 국가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자유화의 추세가 대세였음은 분명
해 보인다. 유연안정화라면 고용보호는 후퇴하면서 사회적 보호는
강화되는 추세를 일컫는 것일 텐데, 실제로 덴마크조차도 이런 방향
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자유화의 추세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과 경로는 다양
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경로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의 묶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륙유럽의 조합주의 복지국
가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만, 이들 국가와 대비되는 현상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같은 국가들
에서 발견된다. 이들도 이중화를 완전히 피해갔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정도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둘 다 안전
성 높은 사회보호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울 뿐 아니라, 일정 정도 이중화의 추세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국
가 사이에서도 이중화의 정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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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와 노르딕국가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이중화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경성이중화와 연성이중화의 차이가 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개별 국가 사
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코포라티즘이 강
하고,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이중화를 피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보호수준의 후퇴를 제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
스트리아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조합과 모든 사용자가 의
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용자단체가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종의 이해를 무시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
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덴마크도 중앙집중화된 사용자단체
로 인하여 국가 수준의 코포라티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여겨진다.
둘째, 흔히 노동조합 조직률로 표현되는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이
노동계급 권력자원의 근간이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정치적으로 곧
바로 실현되지는 않으며 노동계급이 좌파정당을 통해서 구현한 정
치적 동맹이 자유화의 커다란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한
다. 글로벌화는 탈규제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글로벌화의 높
은 파고도 좌파정당의 권력에 따라서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좌
우파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반드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후퇴를 가져올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기간은
자유화의 큰 흐름이 지배하는 시기였고, 정당들은 이 흐름 속에서
경쟁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소득보장은 기여와 급여가 연동되는 정도가 약하고 보편주
의 원리가 관철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제도의 경로의
존성에 의하여 이중화의 길을 피하고 통합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쉽
다. 덴마크와 벨기에는 정액급여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가지고 있고
실업기금재정에 투입되는 정부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많은 사
람에게 장기간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비교 국가에 비해서 낮을지라도 주변적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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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고용불안정이 미래의 노후보장체계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영
향의 정도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설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편적
기초연금은 노동시장불안정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노후빈
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사적연금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노
인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적으로도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
로자가 양산되었다면 이들을 연금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노력이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시장불안정성과 연금제도를 연계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는 시
사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세에 재정적 기반을 둔 두터운
기초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보
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자영업자의 존
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연금을 통한 재분배나 빈곤
축소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
소할 것이며 국민연금이 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제4장은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 수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
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정도는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법
체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율성을 존중하여 방임주의를 취
하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호입법 지수가 낮으며,
공공복리에 입각한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고용
보호입법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
를 일반화시킨다면 노동시장에의 규제 정도는 영미법계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법계 → 독일법계 → 프랑스법계 국가의 순으로 그 강
도가 높아진다.
1998∼2008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고용보호는 추세
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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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의 큰 변화는 관찰
되지 않는다. 일본,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 임시직 사
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관찰되며, 특히 스웨덴, 이탈리아의 규제완화
폭이 크다.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국가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규제가 상당히 낮은 국가들의 경우이다. 집단해고의 경우 덴
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의 규제완화 외에 대부분 변화가 없다. 결국
전체 고용보호입법 지수의 변화는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호지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기
관을 통한 지수 자료들(index data)을 분석에 사용하는 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의 참고자료 이상으로 사용해
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유연성을 중시하면서, 고용보호지수를 노동법제 변화의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제5장에서는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을 계량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지표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다룬다. OECD 고용보호지
수는 각국 고용보호법제(EPL)의 엄격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우
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
게 인용되는 자료 중 하나이다.
1999년, 2003년, 20008년 등 세 번에 걸쳐 OECD가 발표한 우리나
라의 고용보호지수를 당시의 우리 고용보호법제와 비교해 본 결과,
이 지수는 몇 군데에서 정확하지 않았다. 부정확성의 원인은 해고의
절차, 특히 경영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발
생하기도 하였고, 적용되는 법제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기도 하였
으며, 우리의 판례 자체가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
였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기준으로서의 적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해고의 통지 절차에서 프랑스, 독일, 한국 3국
의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실제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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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보호법제와 상당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절차적 규제가 엄격한 독일과 프랑스를 우리나라와
같거나 약한 규제를 가진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용에서
도 기준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다. 고용보호법제를 사용자의 비용이
라는 측면에서만 분석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외부적 수량
적 유연성의 지표에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수는 다른 국제
조사들이나 실제의 유연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기준은 정확성과 적정성 외에도 ① 각국의 노동법제가 가지는
다양성을 과소평가하고, ② 고용보호법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③ 유사한 제도가 국가별로 가지는
규범적․현실적 가치의 상대성을 무시하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소득양극화와 생활의 불안이 심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도나 강
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사회적 위험은 심화되고 있
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수
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사회적 보호제도와 노동시장 보호제도의 적절
한 패키지를 고안해 내는 일이 당면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서구 복지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면서 노동시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 발전의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우
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구에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현상인 ‘임금노동자의 문제’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임금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노동과 자본 간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부적절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고용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
는 제도로 등장하며(고용보호), 다른 하나는 고용이 단절되었을 때 임금노
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았다(사회적 보호).
따라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의 문제
에 대처하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두 가지 대응양식이다(Zimmermann,
2006; 장지연, 2011).
선진국에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어떤 결합양식을 가지며, 이것
은 또 어떻게 변해 왔는가? 이 질문에 단번에 대답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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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만, 복
지국가의 성격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싶다. 복지국가 유형
화론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보호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들은 노동계급의 힘이나 코포
라티즘의 역할을 설명변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제도로서의 고용
보호를 사회적 보호제도와 동시에 놓고 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결합양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강조가 미심쩍
게 느껴진 데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유연안전성(flexicurity)’ 논의가 풍
미하였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의문
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유연안전성은 고용을 유연하게 하여 글로벌화된
자본주의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을 만들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
동자 삶의 불안정성은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보완한다는 의미인데, 이것
은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결합양식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종의 규범적인 대답이었다.
세계 각국은 유연안전성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하였고, 우리나
라도 이 흐름에 동참하였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것이다. 첫
번째 이론적인 질문은 자본주의 성격이 국가마다 다양하고 복지국가의
성격도 다양한데, 글로벌화라는 외부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유연안전성이라는 단 하나의 처방만이 최선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개별 국가에 적용된 유연안전성 전략이 과연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전략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 발
생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나 복지국가 유형론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두 번째로, 경험적인 질
문은 (물론 위의 이론적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지난 20～30년은 신
자유주의 경제사조가 풍미한 시기로서 복지국가의 축소(retrenchment of
welfare state) 논의 또한 활발했던 시기인데, 유연한 노동시장을 떠받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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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안전한 사회보장은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문점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복지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제도를 변형시켜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유형론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낮은 수
준의 고용보호와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결합하고 있었다. 조합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
라 사회보험을 통한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갖는 강한 사회적 보호제
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호에 주
력하지 않는 대신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
사되었다. 이런 형태의 임금노동자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노동계급
의 권력자원과 정당정치, 그리고 기존 제도에 따른 경로의존과 여러 제도
간의 상보성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때 탈산업화와 글로벌화라는 근본적인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복지국
가는 ‘조정’을 요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각 유형의 복지국가는 불평등과
고용부진과 재정압박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대륙유
럽국가들의 경제지표가 가장 나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OECD나 EU
같은 조직들은 고용부진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1990년대 초반에 이들은 ‘유연화’라는 방안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유연화
에 따라오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트너에게 이 방안의 수용성
이 낮았기 때문에 이후에 ‘유연안정화’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고용
보호의 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보호로 대체하라는 이러한 전략이 모든 국
가에서 비슷한 정도로 수용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이 지난 30여 년간 고용보호의 수준을 낮추어
가는 한편, 이를 보충할 만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
다는 가설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유연안전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대한 자유화의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
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고용보호가 완화되면서 불안정해진 노동시장에
조응하여 사회적 보호체계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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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살펴보았다. 제2장은 고용보호 수준의 하락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
관성이 있는 실업자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두 제도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제3장은 현재의 고용불안정은 미래의 노후보장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 작성되었다. 연금
보험 기여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노동시
장구조는 노후소득보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와 내용
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이 두 장은 모두 고용보호를 약화시켜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놓
고 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적 소득보장체계로 해소한다는 것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보호의 수준이 각국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 비교의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의
심을 하기 전에,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유연안전성 모델로 평가받는 국
가들은 어느 정도의 고용보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바
탕으로 평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수치화된 고용보호 수준으로 국가 간 비교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
가 가능한 일이 아님을 밝히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주요 고용보호 평가
지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표를 생산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보고서 제4장과 5장에서 고용보호 수준을 수치로 정량화하는 것이
무리한 시도임을 밝히고 있으나, 제2장과 3장에서는 부득이 OECD가 제
공하는 고용보호지수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비록 이
지표를 제한적으로만 해석하였으며, 논지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제2장 복지국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 198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5

제2장

복지국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 :
198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제기

이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에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의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임금노동자의 고
용보호제도와 어떻게 조응하면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장
의 연구목적이다. 고용보호제도와 실업 시 소득보장제도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Bonoli, 2003) 대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보호
의 수준과 실업자 보호의 수준이 모두 높은 국가나 시대가 있고 그 반대
도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20～30년 기간 동안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는 보장성이 약
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전략이라는 EU와 OECD가 제안한 전략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고
용보호를 줄이는 대신 사회적 보호를 증대시킨다는 전략은 문제가 있으
며 실현된 선례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주요국에서 고용보호
의 약화와 소득보장의 약화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
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통한 소득보장은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 수
준의 협상의 결과이자 제 세력 간 힘겨루기의 결과임을 환기하고자 한다.
본 장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자유화(liberal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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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의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었나?”, 즉 대부분의 복지
국가에서 사회정책이 자유화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자유화는 지난 30여 년간의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요약
하는 개념어로 널리 회자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연구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상기하면 자유화의 과정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
다. 적어도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의 변화에도 복지국가 유
형별로 일관성 있는 특징이 관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고용보
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의 변화 과정 자체도 수렴이 아니라 몇 가지
경로를 갖는 유형의 특징을 갖는다면, 그 경로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별
로 구분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새로운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질문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자유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각국이 어떤 경로를 걸었
는지 살펴보고자 할 때, 복지국가유형론이나 제도적 상보성 논의, 경로의
존성 등의 이론에 기대어 다음과 같이 가설적인 질문을 세워볼 수 있다.
이 질문들은 본 장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한 가이드이기도 하다. 첫째, 자
유주의 복지국가는 급격한 자유화의 길을 이어갔는가? 즉 영국의 경우,
고용보호와 실업보호의 양 측면에서 계속 후퇴하였는가? 둘째, 독일과 네
덜란드 같은 대륙유럽의 보수주의국가는 주변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이
중화의 양상을 보이는가? 오스트리아가 예외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면 이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사민주의 복
지국가는 이중화 없이 통합적으로 가면서 유연안전성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 사례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호를 줄이는
대신 실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보호제도는 함께 약화되는 추세가 보편적인가? 둘째, 고용보
호와 실업보호의 변화가 핵심노동자와 주변노동자에게서 달리 나타나는
이중화의 경향은 어떤 조건에서 발견되는가?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개별 국가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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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이나 배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함
께 고려하고자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또는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한다. 노조는 일차적으로는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
려고 하겠지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사회적 집단의 이해를 조율하거나
약자를 대변하는 연대를 보여주기도 한다.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다. 이 글에서
고용보호는 임금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데, 법 규제를 통해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과 단체
협약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사회적 보호는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면, 소
득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고용이 단절된 상태, 즉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기존의 연구
들을 검토하여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을 바라보는 분석틀을
구성한다. 제3절에서는 1980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복지국가들의 고용보
호와 사회적 보호 수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먼저 핵심적인 통계지
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개별 국가가 어떤 제도변화를 경
험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절은 이러한 제도변화를 유형
화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요약과 결론, 그리고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2절 기존연구와 분석틀

1. 기능적 등가물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을 다룬 연구로 Bonoli(2003)에 주
목할 만하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전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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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국가별 다양성

영미계국가
대륙형국가
북구형국가
남유럽형

고용보호
노동법규제
단체협약
+
+
+
+
-

사회적 보호
사후적 재분배 *
+
+
-

주 : * Bonoli(2003)는 사회보험은 이연임금으로 보고 조세기반의 재분배 지출만을
가지고 평가하였음.
자료 : Bonoli(2003)를 기초로 작성한 전병유(2011)에서 인용.

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노동법적 규제와 단체협상, 그리고 공
적소득이전제도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세 가지 제도
들 중에서 주로 어디에 주력하는지가 국가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
고자 하였다. 그가 다룬 세 가지 제도 중에서 노동법적 규제와 단체협상
은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묶일 수 있다. 그의 논의를 따라 국
가군별로 각 제도들 중에서 어디에 주력하는지를 정리해 보면 <표 2-1>
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전병유, 2011).
Bonoli(2003)는 위의 세 가지 제도가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전을 보호
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s)’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은 고용
보호와 사회적 보호 간의 대체관계 또는 영합관계를 암묵적으로 시사하
는 결과를 낳는다. 마치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제도는 합쳐서 일정
한 수준에 이르면 된다는 암묵적 시사점을 유포하는 것이며, 유연안전성
논의의 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어
떤 국가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둘 다 강력하며, 다른 어떤 나라는
둘 다 취약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우리가 Bonoli의 분석틀에서 일정한 시
사점을 얻으면서도 제한적으로만 수용하여야 하는 지점이다.

2. 다양한 결합양식 논의 사례
Amable은 사회보장체계의 두 개의 주된 구조물은 노동시장제도와 소
득재분배제도라고 구분하면서, 이들의 결합양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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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mable, 2008; Amable & Gatti, 2004). 그는 Hall & Soskise(2001)를
따라 조정시장경제(CMEs :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와 자유
시장경제(LMEs : the Liberal Market Economies)를 구분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상
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개념을 적용하여, 복지국가유형론과
유사한 다섯 가지 유형의 사회모델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중심모델(neo-liberal or market-based model)은
생산물시장의 경쟁을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고용의 유연성을 초래한다.
사회적 보호는 저발달되어 있고 기업특수적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
의 없다.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나타난다.
사민주의모델(social-democratic model)은 외부경쟁이 노동유연성에 대
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실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고나 시장의
적응 방식이 아니라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투자로 대응한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조정된 임금협상시스템이 작동한다. 중간정도 수
준의 고용보호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대륙유럽모델(Continental European model)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특징이다. 조정되는 임금협상체계가 작
동하고 연대적 임금정책, 재훈련정책 등이 발달하였으나 모두 사민주의
모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모델에서 경제의 생산성은 취약근로자를 노
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전략(labor-shedding)에서 나왔는데, 이는 조기은퇴
연금이나 장기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적 보호제도로 뒷받침되었다. 남유럽
모델(South European model)은 강한 고용보호와 약한 사회적 보호가 특
징이다. 고용보호는 생산물시장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가
능하였는데,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부분의 압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표 2-2> 노동시장제도와 소득분배제도의 결합양식 : Amable
신자유주의모델
대륙유럽모델
사민주의모델
남유럽모델
아시아모델

고용보호
이중화
중간
+
결과적 보호

사회적 보호
중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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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소득 및 고용의 안전성 레짐 : Eichhorst & Konle-Seidl

앵글로색슨형
대륙유렵형
북유럽형
남유럽형

고용보호
EPL
+
+/+

사회적 보호
UB
+
+
-

ALMP
+
+
-

주 : Eichhorst & Konle-Seidl(2005)를 근거로 필자가 정리.

초래하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모델(Asian model)은 국
가와 대기업의 협력관계에 기반한 자본주의모델이다. 노동자에 대한 보
호는 제도화된 보호가 아니라 결과적인 보호이다.
이와 유사한 사회모델을 제시한 연구로 Eichhorst & Konle-Seidl(2005)
와 Eichhorst & Hemerijck(2010)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구조적
변화나 경기에 대응하는 경제적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
인으로 고용보호규제(EPL),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들
고, 이 정책들이 복지국가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하였다. Eichhorst
& Hemerijck(2010)은 유럽국가들에서 공통적인 정책방향은 주로 활성화
(activation)에 대한 강조로 수렴되었다고 보고, 영국을 제외하면 급진적
인 변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고용보호가 후퇴
하고 사회적 소득보장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기보다는, 강력한 활
성화 정책을 추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3. 이중구조론
Bonoli나 Amable의 논의는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다양한
결합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이지만, 한 나라에서 고용보호의 수준
이나 사회적 보호의 수준이 대상 집단별로 이중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논의가 다소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각각이 이중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Obinger et al.(2012)는 1990년대의 유연화정책과 2000년대의 유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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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사회 및 노동시장 분할에 대한 대응 : 네 가지 이념형
자유주의
유연성

사회보장

보수주의
사민주의
신패러다임
이원화
포괄적 안정
유연안전성
내부자에게는 높음
모두에게 낮음
외부자에게는 강화 모두에게 높음 모두에게 높음
수당삭감
된 사회보장

활성화
낮음
낮음
낮음
- 근로연계복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 인적자본/이동 낮음
성
고용보호
모두에게 낮음 내부자에게 높음 모두에게 높음 모두에게 낮음
자료 : Obinger, Herbert, Peter Starke, & Alexandra Kaasch(2012).

정화정책이 복지국가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고 하면서, 특히 일정한 조
건 하에서는 이중화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논증하였다. 즉
복지국가 유형별로 다른 이중화의 양상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내부자 외부자 분할은 좌파조합주의가 강력할수록 제어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표 2-4>는 이들의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주는 함의에 근거해 볼
때, 신자유주의적 정책 처방에 복지국가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
타날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유주의 방식의 대응은 낮은 고용보호
와 낮은 사회보장을 이어가면서 유연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보수주의적
대응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측면에서 외부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이중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민주의적 대응은 통합된 체계로서 모두에
게 높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 안정을 추구하
는 것이다. 유연안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EU나 OECD 차원
에서 제기된 상태인데, 모두에게 낮은 고용보호와 높은 사회보장을 제공
하는 양식이다.

4. 분석틀
이상과 같이 기존의 분류체계 연구나 유형별 특징 연구들이 주는 함의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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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석틀 :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구조

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영합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보호의 총량(또는 강도)은 나라마다 다르다. 고용보호가 강
한 국가(규제 또는 단협으로)가 있고 사회적 보호가 강한 국가가 있지만,
둘 다 강한 국가도 있고 둘 다 약한 국가도 있는 것이다. 둘째, 여기에 더
하여 ‘이중구조 버전’이 있다. 고용보호나 사회적 보호가 일부 노동자에는
강하고 일부에는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근거로 개별 국가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
구조를 살펴보는 분석틀은 [그림 2-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고용보호
와 사회적 보호가 각각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되, 이러한 수준의 보호를
실현하는 방법이 주로 법적 규제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단체협상에 의지
하는지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기준은 다시 전체 노동자 대
상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제3절 결합양식의 변화양상

1. 지표를 통한 비교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부도 1～6]은 여러 버전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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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 유형론과 사회유형론이 언급하였던 대표적인 국가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특성과 변화를 보여준다. 고용보호 수준은 OECD가 제공
하는 고용보호(EPL)지수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별 해고에 대한 보호
수준, 그리고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1) 이
에 대비되는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과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비중,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지출의 비중으
로 살펴보았다.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살펴보면(부도 1 참조), 영어권국가들이 낮은
편이고, 다른 국가들은 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체로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북유럽국가는 고용보호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생각은 지표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독일이
나 네덜란드 수준으로 정규직고용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 대부분의 국가
에서 1980～2007년까지 정규직 보호수준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서유
럽에서 벨기에와 북유럽에서 덴마크의 정규직 보호규제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수준이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는 국가는 서유
럽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 북유럽국가 중에서 핀란드가 각각 유일하고,
남유럽에서는 월등히 높은 보호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만이 보호수준을 낮추었다.
이에 비해서 비정규직 보호수준은 워낙 형편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영어권국가들을 논외로 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아졌다(부도 2 참조).
남유럽국가들에서는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눈에 띄게 낮아졌
으며, 서유럽국가의 경우에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북유럽의 경우에도 스웨덴과 덴마크에
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OECD의 지표는 1998년부터 제
1) OECD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호(EPL)지수는 실제로 제도적으로 고용이 얼마나 안
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는 부족하다고 본 보고서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지적되고 있다.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전제를 미리 언급하
고자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제시한 지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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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다(부도 3 참조). 이 지표는 에외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수준이며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과 독일, 벨
기에, 이탈리아의 보호수준이 높은 편이며 덴마크와 포르투갈은 2000년
대 중반에 보호수준을 낮춘 것이 눈에 띈다.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보면(부도 4 참조), 남유럽권은 대체로 증
가세에 있으나 절대 수준은 지금도 영어권국가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 정
도이다.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25% 내외에서 안정적인데, 네덜란드는 지
출이 감소하는 것이 눈에 띈다. 북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등락이 심한
편인데, 주로 1990년대 초반에 이 지역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당시에 크게
올라갔다가 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북유럽국가는 상대
적으로 관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있어서 경기에 대응하는 자동조
절장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관련 지출을 보면(부도 5 참조), 남유럽국가들은 스페인을 제
외하고는 오히려 영어권국가들보다도 낮은 지출수준을 보인다. 고용보호
수준은 높은데,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낮은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이다. 서유럽국가는 벨기에가 실업에 따른 현급급여가 관대한 것으
로 보이며, 네덜란드는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국가들 중에서는 덴마크가 실업에 따른 현금급여가 관대한
편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역시 영어권과 남유럽에서 낮은 편이고, 서
유럽, 북유럽의 순으로 볼 수 있다(부도 6 참조). 북유럽의 경우, 스웨덴이
1990년대에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1980년대에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가
1990년대에 급격히 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부도 1～6]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지난 2
0～30년 동안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대체로 유지된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전체 사회지출은 한 두
남유럽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하락하였으며, 실업 관련 급여지출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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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떨어졌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들 국가의 실업률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북유럽국가와 네덜란드에서 큰 폭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현상
은 급여를 삭감한 제도변화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2] 독일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자료 : OECD, Employment DB & Social Expenditure DB.
[그림 2-3] 네덜란드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자료 : OECD, Employment DB & Social Expenditur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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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오스트리아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자료 : OECD, Employment DB & Social Expenditure DB.

이러한 대략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몇몇 주목할 만한 국가로 독일과 네
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덴마크의 6개국을 선정하였다.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대륙유럽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이다. 이들
중에서 독일과 네덜란드가 걸어온 길과 오스트리아가 걸어온 길이 달라
서 이를 비교해 보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영
국을 통해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최근 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동질적인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
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대륙유럽복지국가의 전형을 보이는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이다. 이
두 국가는 모두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특징을 갖는데, 지
난 20여 년 동안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낮아지지 않았다. 반면
에 비정규직 보호지수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고용유연화가 한계적 유연
화의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독
일은 사회지출을 약간 늘려갔다고 볼 수 있으나, 네덜란드는 사회지출도
줄여나간 것이 지표로 확인된다. 이 두 국가는 한계적 유연화를 통한 이
중화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복지국가 유형이 독일과 같은 조합주의(보수주의)에 속하는 오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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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최근 조금 다른 추세를 보여서 주목된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강한 국가로 분류되는 오스트리아는 2000년대 초반에 정규직에 대한 고
용보호의 수준을 약간 낮추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워낙 낮은 수준
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실
업 관련 현금급여는 경기를 반영하는 정도인 것 같으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은 증가추세에 있다. 오스트리아는 조합주의 복지국가
라고 하더라도 모두 고용보호와 사회보호의 이중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
니라는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Obinger et
al.(2012)는 오스트리아를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비교되는 ‘연성이중화’ 사
례로 언급하고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는 영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
한 고용보호가 모두 낮은 수준인데, 이 수준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적인 사회지출은 급격한 변화 없이 낮은 수준에서 유
지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지표는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변화이다. 영국
의 실업 관련 현금급여 지출은 관찰기간 동안 뚜렷하게 하락하였다.

[그림 2-5] 영국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자료 : OECD, Employment DB & Social Expenditur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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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스웨덴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자료 : OECD, Employment DB & Social Expenditure DB.
[그림 2-7] 덴마크의 고용보호 수준과 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자료 : OECD, Employment DB & Social Expenditure DB.

가장 관심을 끄는 경우는 스웨덴과 덴마크이다.2) 스웨덴은 정규직 보
호수준에 있어서는 대륙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덴
2)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보호 수준은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실업 관련 현금지출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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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 수준은 관찰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은 1980년대까지는 대
륙유럽국가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초중반에
급격히 떨어졌다.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GDP 대비 비중도 이때 동시에 감
소하기 시작했다. 물론 덴마크의 경우는 여전히 실업급여제도가 매우 관대
하고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지출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두 나라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대신 사회지출을 늘려나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
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한계적 유연화의 혐의가 짙다. 사회적 보호는 원래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하였으나, 보호수준을 높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표 2-5>와 <표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
으며,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영
합관계가 아니다. 고용보호의 수준이 높은 북유럽국가나 대륙유럽국가에
서 사회적 지출 수준도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지출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도>에
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더라도, 최근 비정규직 고용보호의 수준이 낮아졌
지만 이 기간에 전체 사회지출이나 실업급여 관련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
았다.
<표 2-5> 고용보호 수준 변화
영어권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정규직

0

0

0

0

비정규직

0

↓/0

↓/0

↓/

1980년대
1990～
2000년대

<표 2-6> 사회적 보호 수준 변화(실업 관련 지출)

1980년대
1990～2000년대

영어권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낮음

낮음/높음

낮음/높음

낮음/높음

0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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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보호에 이중화의 추세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덴마크와
스웨덴,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약화된 흔
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최근에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지표
상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반면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이들 4개
국가에서 한결같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관찰이 의미하는 바는,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개혁의 일환으로 추구한 국가들에서 채택한 방
법은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후퇴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보
호를 완화하는 ‘한계적 유연화(flexiblization at the margin)’의 방법이었
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많은 국가들이 이중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
가 된다. 특히 이 지표는 보수주의 복지국가뿐 아니라 사민주의 복지국가
도 한계적 유연화에 의한 이중화의 길을 갈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독일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약화시키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사회지출은 증가시켰다. 반면에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도 줄여가는 추세가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물
론 사회적 보호는 제도의 변화와 개별 정책별 지출 수준 등을 상세히 살
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가장 간략한 지표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복지국가
유형에 크게 구애받음이 없이 개별 국가별로 사회적 보호의 수준에 다양
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노동시장에서 고용
보호를 약화시키는 대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유연안정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고용보호의 약화로만 그친 경우가 많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보호지수나 GDP 대비 지출규모와 같은 지수로 살펴본 바에 따르
면, 지난 20～30년 사이에 대륙유럽과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수준의 후퇴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수준의 하락은 모
든 노동자들에게 같은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고, 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
에서 나타남으로써 ‘한계적 유연화(flexiblization at the margin)’의 특성
을 보인다.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수준의 하락은 기존 복지국가 유형론
이 구분한 국가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신 같은 유형에
속해 있던 국가들 간에도 보호수준의 하락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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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한계적 유연화에 의한 이중화의 추세
가 비교적 분명하게 관찰되는 데 비해서,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영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복지국가
들은 지표상 커다란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
호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라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날 만한 어떤 제도적
인 변화가 있었는지, 개별 국가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개별 국가 제도변화의 경험
가. 영 국
영국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모두 유럽 내에서 가장 약한 수준을
보이는 국가이다. 노동조합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보호제도가 국
가에 의해 주도되는 특성이 있다.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약화현상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는데, 이는 보수정권의 오랜 집권,
그리고 보수당과 경쟁해야 하는 노동당이 노동조합과 거리두기를 한 것
과 무관하지 않다.
1) 고용보호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OECD가 지표를 제공하는 1985년 이래로 영
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쪽에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제
공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국도 1960년대까지는 다른 유럽국가
수준으로 고용보호가 강한 국가였다(Rueda, 2007). 1970년에 집권한 보수
당은 임금을 조정하고 단체협상이 물가안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책임
을 가진 노사정합의체인 NBPI(National Board for Prices and Incomes)
를 폐지하고 노동조합(TUC)의 협조 없이 강압적인 임금정책을 실시하다
가 저항에 부딪혔다. 1974년 돌아온 노동당 정부가 Employment Act(1975)
를 통해서 정리해고와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노조의 자발적인 임금자제를 원했고 노조도 그럴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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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1975년 인플레가 25%에 달할 때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IMF 요구사항의 일부로 공공부문의 임금
을 동결하였다. 공공부문은 파업을 통해서 강하게 저항하였고 결국 노동
당은 다시 실권하게 되었다.
1979년 대처의 보수당 집권으로 내부자 보호는 막을 내리게 된다. 대처
의 집권은 임금자제를 요청하는 시도 자체가 끝났음을 의미하며, 대신 노
조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었다. 1980년대와 1990
년대 몇 번에 걸쳐서 Employment Act는 노동자의 의무적인 노조가입
(Colsed shop)을 불법화하였으며, 개별적인 해고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고용이 중단된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축소하고,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고비용을 줄여주었
다. 일부 노동시장 규제의 효력을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법을
폐지하고 해고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여주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
면서 1984년에 64%였던 단체협약 적용률이 1990년에는 47%로 감소하였
다. 요컨대, 보수당 입장에서는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노조와 협상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었다(Rueda, 2007). 결과적으로 1980년대 말에
가면 파트타임의 2분의 1 이상, 전일제 근로자의 29%는 근로시간이나 근
속기간을 빌미로 고용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었다(Clasen, 2007).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의 노동당은 내부자에 대한 보수당의 공격을
되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이미 많이 약해진 노조는 노동
당 정부에게도 우선권을 요구할 힘이 없었다. 일부 지점에서 나타난 바,
최저임금이나 양육 관련 휴가, 파트타이머의 권리 등과 같은 보호강화정
책은 EU의 노동 관련 지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노동당 정부
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신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1999
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조항 제외규정을 삭제
하고, 차별적 해고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선을 인상하고 물가와 연동시키
는 법을 도입하는 등 약간의 변화는 관찰되었다(Clasen, 2007).
요약하자면, 1985년 이후를 표시한 EPL 지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나지만, 영국은 1985년 이전에 이미 매우 낮은 고용보호 수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지표로 직접 감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를 약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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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용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20～30년의 특징은 보수정부의 오
랜 집권, 그리고 집권을 위해서 노조와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동당의 보수당과의 경쟁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
다.
2) 실업자 보호
영국의 사회적 보호는 ‘약한’ 시민권모델로 불린다(Clasen, 2007). 실업
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당초 정액기여와 정액급여의 실업보험과 자산조사
후 빈곤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부조로 설계되어 있다. 1966년에 소득연계
급여가 도입되었지만 대처 집권 직후에 폐지되었다. 1976년 IMF 구제금
융을 받게 되면서 재정지출 축소가 요청되었고 1979년에 대처는 사회시
스템의 축소를 내걸고 집권한다. 대처 정부는 전후 완전고용정책과 국가
부문 확대의 전통을 깨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정부가 된다. 보
험방식은 줄여나가고 부조방식의 소득보장을 확대하였다.
급여의 관대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급자격, 수급액(소득대체율), 수급
기간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영국은 이 세 기준에서 모두 관대성을 약화
시켜 왔다. 1980년에 실업급여에 과세를 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아동
으로 인한 추가급여를 폐지하였다. 1986년에는 완전한 기여기준을 다 채
우지 못했을 때 급여의 50～75%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더 엄격하게 하는 개도개편은 꾸준히 이어
졌다. 1996년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로의 전환은 더욱 선명하
게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 최장수급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고
청년층의 급여액은 삭감하였으며 남아 있던 모든 부양가족 관련 금액을
없앴다. 적극적인 활성화조치가 부과되어 실업인정은 더욱 엄격해졌다.
나. 독 일
독일 복지국가는 고용보호가 강한데 주로 정규직을 보호하고, 사회보
험은 소득과의 연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단체협약 적
용률은 한때 80%에 달하였으나 최근에는 6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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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de Beer & Schils, 2007). 복지국가 황금기에 독일은 강한 코포
라티즘과 법률을 통한 기본적인 보호체계로 인하여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편성을 획득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다시 또 기존 소득수준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용보호가 사
회보호에까지 이어지면서 정규직 중심의 보호체계로 갈 가능성이 제도
내에 배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고용보호
지표로 살펴본 1980년대 이후 독일의 고용보호 수준은 정규직의 경우
네덜란드, 스웨덴과 함께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비정규직은 1990년대
초반까지 높은 편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난다.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수준도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와 함께 높은
편에 속한다.
해고와 관련된 보호는 일차적으로 법률로 규제하며 법원의 판결과 단
체햡약을 통한 보호가 어우러져서 최종적인 보호수준이 결정된다. 법적
인 규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몇 가지 후퇴가 나타났는데, 가장 전형적
인 사례는 해고로부터의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체 규모를 5인에서 10
인으로 바꾸어 보호를 받는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3)
독일에서 지난 20여 년 사이에 사업장평의회의 기업수준 교섭으로 체
결된 협약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
하는 대가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보수 측면에서 양보하는 거래였다(Palier
& Thelen, 2012).4) 게다가 독일 정부는 경기가 나쁠 때 기업에서 일자리
를 줄이지 않고 단축조업을 하면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의 60～
67%를 보상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호를 지원한다.
파견근로는 1972년에 3개월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12개월로 지속적으
로 연장되다가 2003년에는 기간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5) 기간제 계약
3) 1996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였다가, 1999년에 잠시 다시 5인 이상으로
확대. 2004년에 다시 10인으로 축소하였다.
4) 다임러와 지멘스의 협약이 전형적 사례.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1.6%로, 독일이 파견근로 방식의 비정규고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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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제는 1985년과 1996년에 법개정으로 점차 완화되어 지금은 특
별한 사유가 없어도 최대 24개월까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
다. 2010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고용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 이중화를 주도한 비정규 일자리는 정부주도의 제도적
지원을 받은 미니잡이라고 할 수 있다. 미니잡은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
로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이다.6) 2009년 현재 미니잡의
수는 730만에 달해서 저숙련 서비스부문 일자리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이 저소득 가구가 되면 조세로 지원하거나 UBII(Unemployment Benefit
II, ARG II)로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제도와 제조업의 단축조업에 대한 임
금보전을 함께 생각해 보면, 독일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 추세를 이해할
수 있다.
4) 실업자 보호
전통적으로 독일의 실업자 소득보장은 보험원리로 작동하여 기존 소득
수준에 연동되는 실업보험과 실업보험 소진자(장기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실업부조로 이원화되어 있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가 따로 있었다. 실업급여는 순소득의 63～67%를 지급하면서 수
급기간도 긴 비교적 관대한 급여였고, 실업부조도 이전 소득의 53～57%
를 지급하였다.
2005년 하르츠Ⅳ 개혁을 통해서 적록연정은 실업부조를 공공부조와 통
합하면서 기존 소득수준을 일정하게 반영하던 방식에서 정액급여로 전환
시켰다. 이것은 핵심노동자에게는 기존의 사회보험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강하지 않은 주변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위보호 원리
를 포기하고 빈곤방지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원화가 강화됨을 의
미한다. 리스크가 큰 노동자는 공공부조로 빼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보험체계의 재정적 안정성은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실제로
6.6%였던 사회보험요율은 2007년에 4.2%, 208년에 3.3%로 인하되었다
(Hinrichs, 2012; Palier & Thelen, 2012 재인용). 한편 2007년 대연정은
5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장하였다.
6) 400유로 미만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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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문은 이전보다 더 보험원리에 충실하게 기여에 급여를 연동시키
고, 이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부조부문에
통합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에서도 추진되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소득보장을 하는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가 불안정한 주변노동자가
증가되는 시기에 이런 방향을 선택하기 쉽다는 것은 제도의 경로의존성
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일이 내부자와 외부자를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데는 통일이라는 조건도 기여하였다. 통일로 인하여 실업률이 더욱 가
중되는 상황에서 내부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약화시키거나 사회보험 부담
을 가중시키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덴마크와 함께 유연안전성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워낙은
전형적인 대륙유럽의 조합주의에 바탕을 둔 강한 고용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조직률은 30%이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지금도 85%에 달한다. 네
덜란드가 유연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파트너 사이에 합
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합의주의모델(consensus model)
이라고도 불린다.7) 그러나 강력한 내부자 보호를 유지한 채로 유연화를
추구한 결과, 한계적 유연화와 이중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파트타임 노동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비
율이 높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보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파
트타임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8)
1) 고용보호
네덜란드도 다른 나라처럼 해고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사전고지기간이나 시용기간(trial period), 기간제의 최대 고용

7) polder model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polder는 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의 간척지를
일컫는 말로서 그냥 네덜란드모델이라는 말과 같다.
8) 12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의 4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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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간 등이 정해진다. 4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전고지기간이
26주에 달한다. 기업이 개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노동청에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9) 이러한 규정
은 해고를 비교적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작동한다.
고용보호의 수준은 노동법에 의해서 ‘75% 수준만 강제 적용된다’(de
Beer & Schils, 2007; Schils, 2007). 즉 업종별, 기업별로 단체협약을 정할
때, 법률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25%까지 편차를 둘 수 있다. 여기서 고
용보호의 수준이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전체 노동자의 30%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로 전일제 정규
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노동자의 81%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
는 전일제 노동자이며, 95%가 표준근로계약을 한 정규직 노동자이다. 고
용주는 민간부문 기업의 60～70%가 조직되어 있다. 개별 노조는 단체협
상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없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노조와 기업이
단체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제가 작동하는데, 첫째는 협약
에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협약에 참여한 노조는 파업
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은 가능한 한 많은 노조를 포함시키고 싶은
인센티브가 있다. 둘째, 특정 산업 노동자의 55% 이상이 협약에 포함되었
다면, 이 협약은 노사 어느 한 편의 요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산업으로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기업 수로 17%, 노동자 수로
9%에 강제적인 효력확장이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자신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효력확장에 적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협상에 참여한다
(Rueda, 2007). 네덜란드가 사회적 파트너의 합의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렇게 마련된다.
1982년 바세나(Wassenaar) 협약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
화의 첫걸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9) 법원에 의한 해고절차는 퇴직위로금을 전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
의 불확실성은 낮다고 한다. 지방노동청(CWI)에 의한 해고절차는 비용이 적게 들
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유보고도 복잡하다. 집단해고는 지방노동청에 보고하
는데, 노조가 이미 결정과정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허가
된다. 법원에 의한 해고절차와 지방노동청을 경유한 해고절차는 반반 정도이다.

28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1972
년에 집권한 좌파정부는 오일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금자제를 요청하
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들이 임금조정에 실패한 이유로 노조를 정치적 기
반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과, 임금이 물가에 연동되도록 규정되어 있었
다는 점이 지적된다. 1982년에 집권한 보수정부는 자본에 이득을 주기 위
해서 노동비용을 줄여주어야 했는데, 노조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
회적 파트너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물가인상, 공공부문 임금동결, 최저
임금 동결이 있을 것이라고 노조에 신호를 보냈다. 결국 노조는 임금자제
와 근로시간 단축을 교환하는 바세나 협약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1982년
에서 1985년 사이에 임금이 9% 하락하게 되었다. 이 협약으로 노조는 사
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이후 보주정부의 사회정책 결정에서 배제되
지 않게 되었다. 1989년 기민당과 노동당 연립정부 하에서는 임금조정과
세금부담 절감을 교환하였으며,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노동당 당
수가 총리로 있던 동안에는 노조가 먼저 고용보호를 조건으로 임금조정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Rueda, 2007). 1990년대 노사가 합의한 ‘New Course’
도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내용이었다. 요컨대,
1982년 바세나 협약 이후 네덜란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길을 가게 되었
는데, 주된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자제, 파트타임 장벽제거 등이
다. 고용보호의 후퇴는 해고로부터 보호를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유연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Eichhorst & KonleSeidl, 2005).
네덜란드 비정규직의 절대다수는 파트타이머라는 점 때문에 다른 종
류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비중도 전체의 20%에 달해서, OECD 평균은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도 높은 수준이다(Eichhorst & Marx, 2012). 1979년에서 1996년 사이에
생긴 일자리의 4분의 3은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보고도 있다. 1997년에
‘Flexibility and Security’ 법안이 제출되어 파트타이머에 대해서는 사회
적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나, 이미 너무 늦었다는 평이 있으며,
파트타이머 이외의 다른 유형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향상되지 못하였
다(Viebrock & Clasen, 2009).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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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Rueda, 2007).
2) 실업자 보호
네덜란드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 소득보장체계를 완성해 갔는데, 대상이 포괄적이고 급여수준
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첫째,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로 정
액의 공적연금과 의료급여를 가지고 있다. 둘째, 노동자와 사용자가 기여
하고 노사 연합조직이 관리하는 임금노동자보험으로 상병수당과 산재,
실업보험을 설계하였다. 셋째, 소득이나 다른 공적급여가 없는 사람에게
는 최저임금액의 75%에 해당하는 부조가 주어졌다.
실업급여는 1964년 이래로 최종임금의 80%를 26주간 제공하고 이후 2
년 동안은 75%를 제공하는 관대한 체계였다. 당초 사회보험은 국가가 노
동계급의 협조와 임금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로 여겼으나 점차 비용
이 증가하여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1987년에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을 80%에서 70%로 줄이고 수급자격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줄
어드는 부분은 단체협상으로 다시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장애수
당 수급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1980년대 말의 정책 컨센서스는 고용률이 너무 낮아서 복지국가가 위
기라는 것이었다. 1991년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숨어 있는 실업수당
이라고 알려져 있던 상병수당과 장애수당을 재구조화하였다. 이로 인하
여 노조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이를 추진했던 기민당-노동당의 연립정
부(1989～94년)는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잃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도 기민당(CDA)이 제1당의 자리를 잃으면서 노동당(PvdA)이 제1당으로
서 자유주의정당(VVD)과 다른 보수정당(D66)과의 연립정부(1994～2002
년)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국가 축소 정치의 대가가 매우 컸음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정에서도 이 기조는 계속되었다.
1992년에는 고용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저임금과 공적급
여액을 동결하도록 하는 Conditional Linking Act가 발효되었다. 1995년
에는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활성화 조치도 대폭 강화되었다.
결국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급여수준도 줄어들고, 수급기간도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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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건은 까다로워져서, 전체 노동자의 45%만이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n Oorschot, 2004).
합의주의 전통에 따라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의 일부를 유연하
게 만드는 데 동의하였고, 사회정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
나 최근에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
에 이르렀다. 1950년대부터 임금노동자보험(실업보험과 장애보험)은 산
별노조의 관리책임하에 있었는데, 1980년대 들어와서 사회보장비용이 증
가하면서 관리책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1993년에 사회보장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시작으로 노조의 관여와
영향력은 급속히 하락하였다. 현재는 단순히 자문역할만 남았다.
라. 오스트리아/벨기에
오스트리아는 비스마르크식 복지체제로 경성 이중화의 위험이 큰 국가
이다. 조합주의적 이익중재의 원형이며 사회보험에는 보험계리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다. 노동조합은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강력하다. 따라서 다
른 두 나라처럼 내부자와 외부자의 보호수준이 차별화되는 이중화의 길
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이런 위험을 상당히 피해 간 것으로 평
가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중앙집중화된 코포라티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도 대륙유럽형의 복지국가 틀 속에 있으면서도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는 이
중화의 정도가 크지 않은 사례로 기록된다. 이것은 겐트제도의 전통 속에
서 노조가 실업급여행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포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
호체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1) 오스트리아의 고용보호와 실업자 보호
물론 오스트리아도 비정규직이 늘었지만 기간제의 비중은 10% 미만으
로 OECD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Eichhorst & Marx, 2012). 비정규
직에 대한 보호규제는 관찰기간인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낮은 편이었

제2장 복지국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 198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31

지만 더 낮아지지는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OECD EPL
지표는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사회적 파트너는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일차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연맹(Chamber of Labor), 사용
자는 사용자단체(Chamber of Commerce), 농민은 농민연맹(Camber of
Agriculture)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익대표가 포괄적이다(Obinger
et al., 2012). 임의 가입하는 노동조합은 1970년에 62% 조직률에서 1990
년에 45%, 2010년에는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본가 조직도 대기업만
으로 구성된 조직(Association of industry)이 따로 있다.
하지만 단체협상은 모든 사용자를 포함하는 사용자단체와 개별 노동조
합 사이에서 이루어진다(Unger, 2003). 이것은 대기업 노조와 사용자가
자신들만의 이해에 따라서 협약을 맺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EU에 가입하면서
EU 수준에서 포괄적 사용자단체만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부
터이다. 포괄적 사용자단체는 대기업 사용자단체와 이견을 조율하게 되
었는데, 이것은 힘의 균형이 국민국가와 노동에서 대자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Unger, 2003).
정치적으로는 1987년부터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이 시작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는 EU에 가입하면서 공공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긴축재정
을 채택하였고 정당과 사회적 파트너 간에 긴장이 증가하였다. 노동과 자
본 사이에 큰 논쟁 없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복지국가를 축소하는 여
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점진적인 조치의 수준이었고 외부자를 명백
히 배제하는 조치는 아니었다(Unger, 2003; Obinger et al., 2012).
오스트리아의 코포라티즘이 후퇴하고 사회정책에서 공급중심의 개혁
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 보수 기민당과 우파 포퓰리즘 정당 간
에 중도우파연정이 성립되고부터이다(Obinger et al., 2012). 정부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연맹을 배제하였다. ‘초고속 삭감(Speed Kills)’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업급여를 급속도로 삭감하였다.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고 수급자격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전 일자리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100일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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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사민당이 이끄는 대연정이 다시 오스트리아를 이끌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유연안전성이라는 레토릭을 버
리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채택된 정책경로에는 외부자를 위한 사회보장의
강화조치가 포함되었다. 준프리랜서는 실업보험에 편입되었으며, 순수한
자영자는 선택적 가입이 허용되었다. 근로시간 자유화를 통한 유연성 강
화가 추진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25% 수준의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용자가 전일제 고용을 나누어 시
간제 일자리로 만들려는 유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자유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
다. 비스마르크형의 복지국가로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할을 비켜갈 수
도 없었다. 그러나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비교해 볼 때, 오스트리아는 비
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정규직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된 것
은 주로 대연정이 노동조합과 긴밀히 공조하여 만들어 낸 것이며(Obinger
et al., 2012), 상대역인 사용자단체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체
라는 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2) 벨기에의 사회적 보호
다른 비스마르크식 복지국가들이 핵심노동자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체계를 작동시키고 주변적 노동자는 이 체계에서 분리하여 조세에 기반
하는 부조체계로 돌리거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핵심노동자층에 비해서 낮
은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해서, 벨기에는 실업보호제도가 모든 노동
자층에 대하여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포괄성은 유지하는 특이
한 사례이다. 이것은 경제 환경이나 코포라티즘의 성격 등 흔히 검토되는
굵직한 특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벨기에의 실업보험제도 변천의 역
사가 규정하는 제도의 경로의존적 성격이 설명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초반부터 비용억제를 위해서 실업보험의 제도개편이 요구되
었는데, 수급자격요건의 강화나 지급기간 단축이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
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요컨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아졌지만, 일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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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수급률은 실업자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egg et al., 2011). 유독 벨기에 노조가 실업자를 비
롯한 외부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음 두 가지 사실이 복지국가의 축소단계에서 벨기에가 다른 조합주의 국가
들과 다른 경로를 따르게 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벨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유지해 왔던 전통이
있다. 1960년대까지 벨기에의 실업급여는 정액급여였다. 1971년에 소득연
계급여가 도입되었지만 급여산정 기준인 임금의 상한선이 낮았기 때문에
보험원리는 매우 약하게 작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까지는 재정
의 상당부분을 정부보조금이 기여하였다.10)
둘째,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실업보
험 기금관리뿐 아니라 실제 실업급여의 지급업무까지도 산별노조가 담당
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업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노조와 실업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다. 노조가 지급창구역할을 하면서 조직률 제고의
효과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행정비용도 받고 있는데 이 금
액이 전체 노조기금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재정안정을 위해서 일부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는 이중화 방식이
아니라 다같이 급여수준을 낮추면서 통합성은 유지하는 방식을 취한 배
경은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마. 덴마크
덴마크는 고용보호의 수준이 조합주의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다가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유럽 복지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유연안전성 모델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
로 유연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최근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비
정규직 고용보호와 실업자 보호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일정한 후퇴가
10) 1981년에 실업보험기금의 80%를 정부가 기여하였다. 1980년대부터 정부의 보조
금은 삭감되었고 기여금의 상한제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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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연하고 안전성도 있지만, 최근 관찰되는
과정은 일정한 정도의 이중화를 피해 갈 수는 없었으며, 사회적 보호에 기
초한 안전성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는 방향성을 보인다.
1) 고용보호
덴마크는 1980년대 초반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80%를 넘어서는 국가였
고,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69%에 달하는 매우 높은
조직률을 보이는 사민주의 국가이다(Statistics Denmark).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스웨덴
을 비롯한 다른 북유럽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보호지수
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영어권을 제외하면 중간정도라고 볼 수 있었는
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보호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부도 2 참조).
덴마크에서 실제 고용안정성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낮은 정도는 고용보
호지수로 나타나는 차이보다도 큰 듯하다. 덴마크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
의 비중은 비교 국가들에 비하여 큰 편이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
은 적은 편이다(그림 2-8 참조). 제도적으로 보자면 스웨덴이나 대륙유럽
국가에 비해서 해고규제가 약하다. 퇴직위로금(severance pay)은 장기근
속자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으며 기간제 계약에 대한 제약이 없고 파
견업에 대한 규제도 1990년대 초반에 완화되었다.
[그림 2-8] 임금노동자의 근속기간별 분포(1990년과 2005년)

자료 : OECD.Stat. de Beer & Schils(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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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고용보호 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이유는 크
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Madsen, 2007). 첫째는 소규모 기업이 많기 때문
이다.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중에서 78%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
다. 두 번째 이유는 20세기의 대부분을 중도정당을 포함하는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강한 고용보호를 실현하기 어려웠고 계급 간 조정과 합의의 전
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실업자 보호
덴마크의 실업자 보호는 보험과 부조의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업
보험은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겐트시스템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은 지방정부의 부조체계로 보호한다. 실업보험은 노조가입과 공식적으로
는 독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일치한다.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노조,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지자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 간 연계
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자체 수준에서 3자합의체가 운영된다. 보험이고
노조가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기여금(보험료)은 정액으로 내고 부족한 부
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1990년대 초반 기준으로는 정부보조금이
기금의 80%를 차지했다.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벨기에와 원리상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
급자격이 엄격하지 않고 수급기간이 길어서 실업자 중에서 수급하는 자
의 비율이 높은 한편, 수급액은 이전 소득에 연동된다고는 하나 상한선이
낮아서 정액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2004년 기준으로 실업자의
85%가 실업보험을 수급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보험을 못 받고 실
업부조를 받는 경우에도 평균 실업보험급여의 약 80%를 받는다.
재정압박과 고실업으로 인하여 1980년대 초반에 실업급여 제도개편이
시도되었으나 다시 원상복귀하여 뚜렷한 변화가 없다가 1990년대 중반에
실업급여 축소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지난 3년 기간 중에 26주만
유급노동에 종사했다면 수급할 수 있는 수급자격조건이 52주로 늘어났다.
최장수급기간도 이전에는 9년 6개월에서 1994년에 7년으로 단축되고
1999년에 다시 4년으로 단축되었다. 상한액도 더 낮아져서 상한액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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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 요컨대, 덴마크의 실업자 보호제도는 다른 나라
와 비교해서 볼 때 여전히 보편성이 높지만, 1990년대 중반에 시행된 제
도개편은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실업자들의 소득안전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보호체계이지
만 그 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사실을 해석하는 입장도 강조점
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덴마크는 여전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잘
작동하는 코포라티즘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실업보험 축소개편은 사
민당이 1994년에 중도정당과의 계급연합으로 집권하고, 1998년에는 단독
으로 집권하면서 추진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덴마크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이상을 보수당이 부르주와 정당과 연합하여 집권하였다.
이 기간의 초기에는 실업보험 축소개편의 시도가 있었으나, 1985년 이후
에는 사회정책의 축소가 없었고 계급연합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1994년 사민당 집권 이후에 오히려 실업보험을 포함한 몇
가지 노동시장정책의 개편에 성공하게 된다. 단, 이 당시 제도개편은 활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교
육훈련 휴직을 포함하는 유급휴직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점과 노조가 임금자제에도 협조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덴
마크에서 사회적 보호제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유연안전
성을 성취하였다고 평가한다(Eichhorst & Konle-Seidl, 2005; Jochem, 2003).
덴마크에서 코포라티즘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의 선호와 전략이 중요한 설명요인 중 하나이다. 덴마크의 사
용자단체는 중앙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사회보험 재정이 노사의 기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축소하려는 경향성도 적었다. 한편 정
치적으로는 보수정부가 오래 집권하였으나 의회에서 소수당이었으므로
계속 사민당의 협조를 필요로 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지
적된다(Jochem, 2003). 요컨대 덴마크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나 전략,
정당간의 협조 등이 절묘하게 이루어져왔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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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덴마크의 연도별 파업건수

자료 : Statistics Denmark.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조합의 일정한 양
보와 사회적 보호수준의 후퇴에 주목한다. 특히 이 기간에 일어난 파업건
수는 매우 극심한 노사갈등기였다고 묘사되는 1985년보다도 더 많았고
기간도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길었다. 보수정당
집권시기에는 1985년에 노조의 강한 저항을 제외하면 협조적인 분위기가
이어진 데 비해서 사민당 집권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활성화 조치, 그
리고 실업자 보호의 후퇴가 일어나던 그 기간 동안 노조의 저항이 극심했
던 것 또한 사실이다. 요컨대, 덴마크에서 최근 보호수준 후퇴는 사회적
파트너의 동의에 따라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바. 스웨덴
스웨덴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비정규직
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에 보호규제가 급격히 완화되었다. 실업급여
를 통한 사회적 보호수준도 후퇴하는 모양새이다. 이 때문에 통합안정모
델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binger et al., 2012). 고용
보호에 있어서는 주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후퇴하는 이중화가
나타나고, 실업자 소득보장 측면에서의 다양한 후퇴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스웨덴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좌우파 정당간의 경쟁이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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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호
고용보호 수준에서 스웨덴은 덴마크와 크게 다르다. 스웨덴의 정규직
보호는 네덜란드와 독일 수준으로 높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내부자 보호
제도는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고용보호제도에서 나타난다. 사용자가 인원
을 줄이고자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
간다’는 것이다. 이 해고자 선정기준은 1994년 보수당 정부가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1995년 사민당 정부가 다시 원상복구하였다. 그러나 이 선정기
준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0년대
와 1990년대에 걸쳐서 임시직과 파견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러
한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대규모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
한 편이며, 소규모 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약한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적 파트너 간 협상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었고
사용자연합(SAF)과 노조연맹(LO)이 참여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서 중
요한 단체들이 개별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탈코포라티즘의 모습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지만 이때까지는 여전히 노동조합이 사회정책과 고용보호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하였다. 경제위기까지 불거진 1990년대
에 들어와서 여건은 매우 나빠졌다. 중도우파정부에서는 노동시장 유연
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은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견의 허용이었다(1993년). 이때는
본격적인 기간제 규제완화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1997년 사민당정부 시
절에 기간제 고용의 사유제한이 폐지되었다. 여전히 기업별 기간제 고용
의 수와 계약갱신 회수 등에 대한 제약은 있었으나 주변적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제의 급격한 후퇴로 볼 수 있다. 주변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실
업위험 또한 증가한 상황에서 실업자 보호제도 또한 후퇴하면서 이중화
과정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00년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07년의 고용보호
개혁을 통해서 임시직 계약의 최대기간이 기존 14개월에서 24개월로 연
장되었고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는 더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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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자 보호
스웨덴의 최근 실업자 보호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
를 살펴보아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사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복지국가
황금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부
터는 좌우파 정당 간에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경쟁이 치열하였다(Jochem,
2003).
198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사회정책에 있어서 중대변화들이 집중되는
데 주로 급여 삭감이 주류를 이룬다. 간혹 실업급여 인상과 같은 정반대
방향의 제도변화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당 간의 경쟁으로 인하
여 이전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90년대 이전에 실
업기금은 건전했으나 경제위기가 닥치자 부르주아 정부는 급여를 삭감하
고자 하였고 기금운영에서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였다. 노
조와 사민당은 이에 반발하였고, 사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원상회복시켰다.
요컨대 1980년대 이후 스웨덴의 주요 정책의 형성과 결정은 코포라티즘
이 아니라 정당 간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Jochem, 2003). 고
용주단체인 SAF는 복지국가 축소를 추동하는 세력인데 이들의 의도가
실현되는 것은 집권정당의 성격에 달렸다.
실업보험의 제도개편을 들여다보면, 1990년대 초반에 소득대체율을
90%에서 80%로 낮추었고 급여지급까지 5일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
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급여지급기간에 제약을 두려는 시도도 있었
으나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이 수급기간은 기존 수준인 300일로 되돌렸
다. 하지만 최고소득대체율은 이전보다 더 낮추어 75%로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노조와 대립이 격심하였다. 요컨대 사민당 정부도 수급자격
규정 강화와 급여액 삭감 등 실업보험의 축소 흐름을 유지하였다.

제4절 제도변화의 유형11)

기존연구와 앞 장에서 살펴본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지표의 변화를

40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다. 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한정해서 보자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모두
취약한 데 비해서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고용
보호와 강한 사회적 보호제도를 누려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 ‘유연안전성’을 전략적인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매
우 다양하다. 고용보호의 후퇴는 주로 ‘한계적 유연화(flexiblization at
the margin)’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보호의 강화는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11)
이러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제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
까? 이에 대해서는 Kathleen Thelen(2012)의 최근 연구가 중요한 메시지
를 담고 있다. 조정시장경제체제(CME)는 자유시장경제체제(LME)와 마
찬가지로 글로벌화와 탈산업화로 인하여 자유화(liberalization)의 길로 수
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Streeck, 2009). 이런 견해는 신자유주
의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강한 함의를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본주의 다양성(VoC)’ 논의
에 기초해서 보자면, 기존의 다양성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중화론(dualization)자들에 의해서 보수주의 복지
국가에서 전면적인 자유화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이중구조화의 경향성이
발견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Emmenegger et al., 2012). Thelen(2012)
역시 이러한 흐름에 서 있다. 그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화’를 영국 대처
시대의 자유화와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 명칭을 붙일 수 있는지 묻는다.
Thelen(2012)은 자유화라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자유
화의 경로 자체가 세 가지로 다양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탈규제(deregulation), 대륙유럽국가는 이중화(dualization), 그리
고 스칸디나비아국가는 유연화(embedded flexiblization)의 경로를 보이
고 있다고 한다. 탈규제화는 집단적 노동규율을 완전히 무화시키는 방식
으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는 제도변화이다. 기존에 있었던 강제적
11) 여기서 제도(institution)는 정책(policy)라는 의미와는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
적이고 의도적인 정책이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 현상 전반을 가
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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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나 판례에 기반한 조정도 폐기해 버리는 공격적인 제도변화이다. 호
주와 뉴질랜드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며 최근에는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공격한 미국 위스콘신 주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이중화
는 집단적 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공경은 없으나 다양한 방식의 이중화가
관찰된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을 늘
리는 방식, 중앙협상을 그대로 두되 대신 그 적용범위를 줄이는 방식 등
이다. 제도가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이중화로 나타난다. 유
연화는 사회적 보호는 강하게 유지하되, 노동시장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재통합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
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활성화, 즉 노동자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높
은 수준의 일반숙련(general skill)을 갖도록 훈련하고 여기에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을 결합한다. Thelen(2012)은 자신의 주장을 [그림 2-10]과 같
이 제시하였다.
[그림 2-10] 자유화 경로의 이념형적 접근

자료 : Thele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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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en(2012)의 이러한 유형화는 이 자체로 매우 중요한 통찰을 보여
주는 모델이다. 특히 독일과 같이 산업별로 조정이 일반적인 국가에서 사
회적 파트너 사이의 조정력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평등을 훼손하
는 방식으로 이중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와 국가 수준의 조정을 하는 국가들이 정말 탈규제
화나 제도적으로 배태된 유연화의 길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증
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념형적인 접근방식이므로 한두 가
지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설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에서 관찰한 사례들은 이러한 모델 자체가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반론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사민주의 국가도
평등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중화의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통일성 있는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문별 조정이 이루어지는 조정경제가 이중화로 가는 경향은 확
인되지만 대륙유럽국가 중에서도 이중화의 정도가 차이가 나고, 노르딕
국가 중에서도 그 정도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렵지만 유연화의 경로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추세를 정리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리가 앞 절에서 살펴본 고용보호와 실업자 보호제도의 최근 변화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11 참조).
첫째, 유연안정화의 경로를 따라간 국가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자유
화의 추세가 대세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유연안정화라면 고용보호는 후
퇴하면서 사회적 보호는 강화되는 추세를 일컫는 것일텐데, 실제로 덴마
크조차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2-11]로 설명
하자면, 유연안정화는 우하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인데, 실제 대부분의
국가는 좌하향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우리의 관찰결과이다. 덴
마크가 상대적으로 고용의 유연성과 사회적 보호를 통한 안전성의 수준
이 모두 높은 국가임은 틀림없지만, 최근 20〜30년의 변화의 방향은 이렇
게 묘사되기 어렵다.
둘째, 자유화의 추세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과 경로는 Thele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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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한 것처럼 다양하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경로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의 묶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상보성 이론에 기대어 예측해 보자면 같은 복지국가 유형에 속
하는 나라들은 변화의 과정도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예상컨대 자유
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파트너의 저항이 거의 없이 탈규제의 흐름을 타
고 불안정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대륙유럽의 조합주의는 제조업 대
공장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자 보호에 충실하다가 이중화의 길
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소득보장이 보편주의적
이며 보장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중화로 귀결될 위
험이 적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이 한결같이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 우리가 앞 절에서 관찰한 바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륙유럽의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갈 것으로 예상되
는 이중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들 국가와 대비되는
현상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같은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이들도 이중화
를 완전히 피해갔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정도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
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둘 다 안전성 높은 사회보호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중화의 추세도 발견된다. 다
만, 이중화나 자유화의 정도 면에서 두 국가 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대륙유럽국가와 노르딕국가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이중
화의 경향성을 보이며, 특정한 개별 국가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므로 무엇
이 이들 국가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강력한 탈규제화의 길을 가게 되거나, 이중화의 경로를 밟게 되는 경
우, 그리고 때로는 유연안정화의 길을 따르게 되는 개별 국가들의 경험은
주로 어떤 힘에 기인하는 것인가? 노동계급의 권력자원, 코포라티즘을 가
능하게 하는 국가의 힘, 그리고 정치동맹(political coalitions)이라는 가설
들이 가능한데, 이것들은 모두 정치적 힘 관계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도의 상보성(complementarity)과 경로의존성이라는 개
념을 더하면 이론적 틀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구조적 압력이 제도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쉽게 간과된다. 즉 외적 환경의 변화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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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유연화의 경로 : 이중화와 연성이중화

조적 변화가 곧바로 다른 제도/구조의 변화를 낳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
다. 모든 국가가 탈산업화와 글로벌화라는 외적 환경변화에 공통적으로
직면하더라도 정치적 과정과 정책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
도변화의 경로가 나타나게 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개별 국가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던
진다. 첫째, 코포라티즘이 강하고,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가 유지되
는 경우 이중화를 피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호수준의 후퇴를 제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조합과 모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용자단체가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종의 이해를 무시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덴마크도 중앙집중화된 사용자단체로
인하여 국가 수준의 코포라티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여겨진
다.
둘째, 흔히 노동조합 조직률로 표현되는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이 노동
계급 권력자원의 근간이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정치적으로 곧바로 실현
되지는 않는다. 노동계급이 좌파정당을 통해서 구현한 정치적 동맹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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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의 커다란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한다. 글로벌화는 탈규제
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글로벌화의 높은 파고도 좌파정당의 권력
에 따라서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우파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는 것이 반드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후퇴를 가져올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기간은 자유화의 큰 흐름이 지배하는 시기였고, 정
당들은 이 흐름 속에서 경쟁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소득보장은 기여와 급여가 연동되는 정도가 약하고 보편주의 원
리가 관철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
하여 이중화의 길을 피하고 통합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쉽다. 덴마크와 벨
기에는 정액급여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가지고 있고 실업기금재정에 투입
되는 정부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많은 사람에게 장기간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비교 국가에 비해서 낮을지라도
주변적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제5절 맺음말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결합양상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어
떠하며, 이것은 지난 20～30년 신자유주의 기조의 확장기에 어떻게 변화
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영합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것은 아
니다. 보호의 총량(또는 강도)은 나라마다 다르다. 고용보호가 강한 국가
(규제 또는 단협으로)가 있고 사회적 보호가 강한 국가가 있지만, 둘 다
강한 국가도 있고 둘 다 약한 국가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고용보호나 사
회적 보호가 일부 대상자에게는 강하게 적용되고 다른 이에게는 부실하
게 적용되는 ‘이중구조’ 버전이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EU 국가들이 ‘유연안정
화’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
러나 대부분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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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계적 유연화(flexiblization
at the margin)’ 성격을 띠면서 이중화의 경로를 따랐다. 유연화된 노동시
장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사회적 보호의 강화로 받아 안는다는 ‘안정화’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와 탈산업화라는 강력한 파도가 복지국가
를 덮쳐서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가 ‘자유화’의 길로 수렴되는 추세에 있
다는 이해는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라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경로는 다양하며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을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닌 것 같다. 코포라티즘과 정당정치의 성격은 자유화(또는
이중화된 자유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성격에서 오는 경로의존성은 사회적 보호제
도가 얼마나 이중화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
호제도의 변화는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추동된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특정한 유형의 복지국가가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결합양식
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권력자원이론이나 역사적 제도
주의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이론이 주는 함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매우 커다란 새로운 질문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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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도>

[부도 1]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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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비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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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집단해고 고용보호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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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전체 사회지출의 변화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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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실업 관련 급여지출의 변화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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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변화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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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20세기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연금제도는 급속한 노령
화와 함께 연금 수급권이 성숙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들을 노출하고 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급증하고, 연금급여가 국가 재
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연금제도가 정치적으로도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이나 재정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이슈
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
는 지난 약 20년 동안 끊임없는 개혁의 과정을 겪어오고 있다. 전반적인
연금개혁의 흐름은 연금의 재정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함께 경제성장률의 저
하, 국가부채의 증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한국과는
달리 서구 복지국가는 황금시기라고 명명되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
까지 꾸준히 연금의 급여수준이 향상되고 실질화되면서 노인들이 사회적
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서 안정된 지위를 얻게 된 것도 또 다른 연금개혁
의 배경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서구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까지 전반적으로 연금축소 개혁이 광범위하게 실행되거나 시도되었다.
하지만 연금개혁들이 연금제도의 재정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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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서 진행되어져 온 반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노후소득보
장에 관련된 이슈들은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Ebbing
haus, 2011).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관한 이슈나 이주민의 증가 등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노후소득보장이나 지속가능성에 맞
물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남성중심 전일제 완전고용 노동시장에서 최근 탈산업화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과거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던 기반이 상당
히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 논의에서 핵심
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후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
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연
금개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연금개혁의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나타난 연금개혁은 유사하기보다는 각
자의 맥락에 맞추어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
다. 이러한 다양성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정책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를 위해서 제2절에서는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비교적 관점에서 노후소득
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선진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퍼지셋 질
적 비교분석(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론을 통해
서 노후소득불안정에 미친 요인들의 결합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빈곤
에 영향을 주는 연금제도적 측면과 노동시장 특성을 연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4절에서는 최근 연금개혁에 있어서 유의미한 비교사례가
되는 영국,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독일 사례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대처
하는 각국 정책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마
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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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관계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연금제도
기존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후소득안정을 확보
하고 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
되고 있다. 연금과 관련된 이슈는 산업사회의 태동과 퇴직이라는 개념의
생성이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축소의 정치
(politics of austerity)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
목된다. 공적연금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에 비해서 최근 평균수명이 상당
히 증가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1800년에는 평균수명이 가장 높
은 벨기에나 영국과 같은 국가들도 40세에 지나지 않았고, 1900년에도 독
일이 45세가 되지 않았고, 평균수명이 55세가 넘은 국가들은 단 한 국가
도 없었다. 영국에서 1908년에 도입한 무기여노령연금이 70세 이상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대상자들이 적었는가에 대한 유
추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평균수명은 20세기 동안 급증하게 되면서 2000
년이 되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70세 이상 80세에 육박하게 된다.12)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에 비해서 연금수급연령은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정치적 의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 대비 근로가능인구의 비중이 축소되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2가 되지 않는 국가들이 거의 없었지만,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서
구 선진국 중 출산율이 2가 넘는 국가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
해서 축소되고 있는 근로가능연령의 계층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
계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노인빈곤 이슈나 제도의 지속가능
12) 평균수명과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함(2012년 10월 5일 접
속). http://www.gapminder.or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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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평균수명 그리고 저출산 등 인구학적 요인들이 가
장 중요한 고려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요인들만큼 중요
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Barr(2002)와 같은 학자들은 국가 내
의 경제생산성에 주목한다. 그는 확정기여방식(Defined-contribution)과
확정급여방식(Defined-benefit)의 차이가 근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음을
역설하면서 결국 한 사회 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부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의를 발전시키게 되면 생산계층이 과거에 비해서 축
소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서 부양을 감당할 만큼 증가하게 된다면 저출산 자체나 노인인구 수의 증
가가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는
요인은 노동시장의 요인이다. 집합적으로 보면 근로가능연령 내에 얼마
나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실업상태인지, 노인연령층에서도 얼마나 노
동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박
이나 노인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으로 15～64세까지로 분류되는 근로가능계층 중 대부분의 이들이 20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 참가하거나 여성들의 대부분이 일을 하지 않고, 조
기퇴직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55～64세까지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근로가능’한 인구 중 실제 근로인구가 매우 낮
아서 노령과 연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문제점들은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해체되면서 더욱 문제시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이에 더하여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관련된 이슈들을 결합
하여 보면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가는 개인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은 근로생애를 통하여 저축이나 자산을 통해서 준비할 수도 있으며,
공적연금을 통해서 혹은 고용된 기업을 통한 기업연금 등으로 자신의 안
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일제 정규고용의 비중이 최근 급
격히 줄어들면서 노후소득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Hinr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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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노동시장의 변화와 생애주기적 접근

전통적 노동시장
자료 : Schmid(2006: 3).

현대 노동시장

and Jessoula, 2012).
Schmid(2006)가 [그림 3-1]에서 보여주듯이 교육-고용-퇴직 시기로
구분되던 전통적 생애주기가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삶과 고용의 형태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이
나 생애주기 동안 지속되는 고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등장은 현대 복지국가의 진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고용은 연금제도에 안정
적인 기여를 저해하게 되며, 반복되는 실업은 개인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탈산업화된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시간제 근로나 파견 근로 혹은
한시적 계약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근로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달리 불안정한 임금노동
과 자영업, 그리고 실업기간을 오가면서 불안정한 고용이력(employment
careers)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고용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소득의 불안
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Hinrich and Jessoula, 2012).
앞서 언급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요인들이
노인빈곤이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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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들의 효과를 조정하고 변형시키는 제도 역시 중요하다. 한 사
회의 경제적 생산성이 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근로계층의 감소를
상쇄시킨다고 해도 생산성의 증가가 사회 일부에 집중되어서 일어날 경
우 어떻게 발생하는 부를 재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변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연금
제도 역시 유연한 형태로 보호를 제공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와 연금제도 변화가 정합성이 떨어질 경우 연금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난 10년간 가
장 많이 회자가 되어왔던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
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서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시
장의 불안정성 증가와는 달리 지속가능성의 논의에만 초점을 두어 노후
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된다. 제3절 이하의 분
석에서는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와의 관계를 보다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금제도 유형과 노동시장의 위험
노동시장의 변화는 대체로 유연성의 증가라는 방향으로 최근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노후소득보장은 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원형적 형태는 첫째, 조세를 통한
수당형식(유형 1), 둘째, 확정급여 방식의 사회보험(유형 2), 그리고 마지
막으로 확정기여 방식의 사적보험(유형 3) 등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각 복지국가는 어떠한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는가에 따라서 다양
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연금수급자로부터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 유
형의 특징은 <표 3-1>과 같다.
유형 1과 유형 2가 공공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대체로 부과방식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며, 또한 급여가 임금이나 물가에 의해
연동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유형 2와 유형 3은 기여를 바탕
으로 한다는 점과 적용범위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라기보다는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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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체 근로집단이라는 점에서 같다. 유형 2가 최근 명목기여 방식
(notional defined-contribution)과 같이 확정기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또 다른 부분적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형
3에서는 급여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을 사
용한다는 점에서 유형 2와는 차이를 보인다.
<표 3-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별 특성
구조적 요소
적용범위
기금조성방식

유형 1
전체 인구
부과방식

유형 2
전체 근로집단
부과방식
생계유지 수준의 소
연금의 목표 수준 보편적인 기초연금
득대체
재정의 원천
세금
기여
확정급여형과 확정기
거주에 기초한 확정
급여의 계산
여형의 요소를 가진
급여
급여공식 사용
급여의 조정
임금/물가
임금/물가
유족급여
있음
있음

유형 3
전체 근로집단
적립방식
생계유지 수준의 소
득대체
기여

공공/민간 공급

민간

공공

공공

확정기여
없음
없음

자료 : Mattil(2006), 필자 일부 수정.
<표 3-2>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위험(risks)
위험의 형태(종류)
근로인구에서 고용률의
감소
물가 인플레이션
(급여의 실질가치 감소)
투자실패 위험성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
산율
기대수명의 증가

유형 1

유형 2

유형 3

기여자(납세자)

기여자(납세자)

없음

보장됨

보장됨

연금수령자

없음

없음

개별 연금수령자

기여자(납세자)

기여자(납세자)

없음

기여자(납세자)

기여자(납세자)

정치적 위험

모든 참여자

장기실업 위험
고용의 불안정성

없음
없음

자료 : Mattil(2006), 필자 일부 수정 및 보완.

연금수령자
참여자의 하위
모든 참여자
그룹
연금수령자
연금수령자
부분적 연금수령자 연금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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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해서 다른 보장성을 가지
게 된다.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이나 근로인구에서의 고용률 감소
와 같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유형 3이 상대적
으로 위험에서 자유로운 반면, 유형 1과 유형 2에서는 납세자 혹은 기여자
가 그 위험을 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유형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
해 연금수급자는 위험을 받지 않게 된다. 정치적인 선택에 의한 연금개혁
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위험은 유형 1과 2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지게 되
는 반면 유형 3은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민간
보험만으로 부족하여 공공에 의한 최저연금 등을 지원받는 계층은 정치
적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유형 3은 적립방식하에서 쌓이는 기금에 대
한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실패위험을 가입자 개인이 지게 되고, 인플레이
션과 같은 상황으로 인한 연금급여의 실질적 하락 역시 가입자가 지게 되
면서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저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장기실업 등
으로 인한 기여의 불규칙성이나 비기여에 대해서 유형 2와 유형 3은 연금
수령자에게 위험이 부과되지만, 비기여연금인 유형 1은 이러한 위험이 존
재하지 않는다.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유형 1은 위험이 가입자에게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비경제활동, 자영업, 혹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
서의 위치가 연금수급권에 반영되거나 이전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유
형 2와 유형 3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유형 2의 경우 재분배적
기제나 연금크레딧제도 등을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서 기여만큼 받게 되는 유형 3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전이되
게 된다.
재분배적 효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형 1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
등 완화 효과를 갖고,13) 빈곤감소에 효과적인 데 반하여 유형 2는 일부
완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유형 3은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낮고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유형 2의 경우 재분배적 기제가
내재된 경우에 불평등 감소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 사회
보험제도는 분배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고용불안정층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 조세가 투입되는 확정급여형 사회보험
13) Steinmo(2012) <표 2>에서 보편적 급여가 주는 재분배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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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불평등을 증가시킬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성평등적 관점에서 보
면 유형 1이 가장 높은 성평등 효과를 가지게 된다. 기여에 관계없이 거주
에 따라서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높으며, 유형 2
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고, 유형 3은 별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하
지만 연금수급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는 유형 1이 고소
득자일수록 기능이 약하며, 유형 2나 유형 3이 소득유지 목적은 더욱 충실
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연금제도의 이념형(ideal-type)은 다양한 형태
로 현실에서는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변형은 유형 1에서 가장 두드
러진다. Whitehouse(2007)는 유형 1을 또 다시 타깃팅(targeting) 방식, 최
소(minimum) 방식, 그리고 기초(basic) 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다. 타깃팅 방식과 최소 방식의 차이는 최소 방식의 1층 연금은 소득비례
방식인 2층 연금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반면, 타깃팅 방식은 노인빈
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소 방식
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두터운 2층 소득비례연금을 가지고 있
다. 타깃팅 방식의 1층 연금은 빈곤한 노인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일정
기준의 소득 이상을 가진 노인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는 방식을 일컫는 데
반해, 기초(Basic)연금은 유형 1의 이념형에 가까운 모델을 일컫는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거주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방식 이외에 영국이나
일본처럼 정액급여 기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거주가 아
닌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유형 2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이력이 노
후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시 타깃팅된 기초연
금이 보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형 2의 경우에도 확정급여 방식과 명목확정기여 방식이 동시에 가능
하다.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경우 실질적인 기금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
문에 명목이자율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급여가 어느 정
도 물가나 투자이익의 손실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현 세대의 고용률의
변화나 출산율의 변화는 단순히 근로자나 기여자 부담을 넘어서 구체적
연금설계에 따라서는 연금수급자에게 위험이 이전 될 수 있다. 반면 유형
3의 경우 국가가 최소수익률 등에 대해 어떠한 수준으로 규제(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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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가에 따라서 투자의 위험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그대로 연
금수급자에게 전이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용의 이력과 같은 경우에도
기여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하여 일부의 위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노후소득보장제도들과 연금
개혁이 얼마나 노동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복잡성이나 고용이력과 노후생활 간의 시차
그리고 연금개혁 시점과 적용 시기와의 시차, 또한 연금제도 자체와 적용
과의 간극 때문에 여러 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고용과의 관계를
엄밀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4) 이러한 한계점을 안고, 다음 절
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후소득
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제4절에서는 일부 사례연구를 통해
서 고용불안정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 OECD 국가의 노동시장과 연금체제의 변화

1. OECD 국가 연금체제
선진 복지국가마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다른 선택을 통하여 역사적으
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Bonoli(1997)

14) 사회보험 연금제도의 경우 제도의 개혁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드물며, 일반적으
로 10년이나 20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혁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는 정치경제학에서 언급하는 비판회피정치(blame avoidance politics)의 결
과인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제도와 실행의 간극도 최근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 노동시장에 비정규 근로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기여를 회피하거나
기여할 수 없는 인구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소득대체율(대체로 40년 기여를 기초로 계산)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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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유형 2 확정급여 방식의 사회보험을 발전시킨 비
스마르크적(Bismarckian) 연금제도와 유형 1 조세 방식의 노령수당을 발
전시킨 베버리지적(Beveridgean) 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다. 비스마르크
적 제도가 기여를 바탕으로 소득비례형 연금을 제공하며 소득보장을 목
표로 하는 반면에, 베버리지언적 연금제도는 조세를 바탕으로 하고 거주
(residence)를 기본으로 하여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20～30년
간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대두되면서 유형 3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
으로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둘 중 하나만 발전시켰
다기보다는 수당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확정기여형 사적연금을 결
합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유형의 연금제도를 넘어 다층소득보
장제도가 발전되고 있다(Overbye, 1997). <표 3-3>은 현재 OECD 국가
들의 다층소득보장제도 구조와 형태를 보여준다.
유형 1을 핵심으로 하여 베버리지적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아일랜드나
뉴질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층 연
금 이외에 유형 2를 활용한 강제적 2층 연금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공적
으로 운영되며 소득비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질
랜드는 유형 1의 이념형에 가까운 1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는 기여에 의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면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1층을 활용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2층에
유형 2 형태의 공적연금 대신에 유형 3의 자발적 민간연금을 운영하고 있
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도 2층 연금이 있지만, 공적 2층 연금은 자발적
민간연금에서 배제된 이들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1층 기여에
의한 공적연금과 2층의 민간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뉴질랜드와 달리 아일랜드와 영국의 차이는 유형 3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
부가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는 뉴
질랜드와 같이 유형 1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달리
2층에 유형 2와 유형 3을 결합한 강제적 기업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피고용인들이 적용
되는 확정급여 방식의 기업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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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금체계 구조
기능
1층 : 보편적 수급권, 분배적
2층 : 의무적, 보험방식
주체
공공
공공
민간
종류
타깃팅
기초
최소
종류
종류
호주
✔
DC
오스트리아
✔
DB
벨기에
✔
✔
DB
캐나다
✔
✔
DB
덴마크
✔
✔
DB+DC
DC
핀란드
✔
DB
프랑스
✔
✔
DB+points
독일
✔
Points
그리스
✔
✔
DB
아일랜드
✔
✔
이탈리아
✔
n.acs
일본
✔
DB
한국
✔
DB
네덜란드
✔
✔
DB
DB
뉴질랜드
✔
노르웨이
✔
✔
Points
스페인
✔
DB
스웨덴
✔
n.acs
DB+DC
스위스
✔
✔
DB
defined credit
영국
✔
✔
✔
DB
미국
✔
DB
주 : n.acs는 명목확정기여방식, DB는 확정급여방식, DC는 확정기여방식을 일컬음.

각 유형의 연금이 최대의 장점에 따라서 1층과 2층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형 2의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을 운영하
는 국가들은 보편적인 확정급여형 사회보험을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포인트 방식은 자신의 급여 수준이 법적으로 지정된 요소들에 의해서 축
적되는 확정급여형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확정급
여방식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2층 연금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스마르크적 연금제도를 가
지고 있는 이들 국가는 두터운 소득보장을 가지고 있는 대륙유럽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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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가벼운’ 비스마르크적 유형(Bismarckian lite)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Weaver, 2003, Bonoli & Shinkawa, 2005). 유형 2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안정될수록 사회보험에 의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이
들이 증가하게 되지만,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안정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Erskine and Clasen, 1997). 더욱이 ‘가벼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소
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형 2를 사용하는 독일이나 그리스와
같은 국가에서 타깃팅에 의한 1층 연금을 도입하여 사회보험으로 노후소
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최저소득보장을 제공한다. 유형 2를 핵심으
로 운영하는 국가 중 타깃팅을 기반으로 한 1층을 운영하지 않고 기초연
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 기
초연금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은 일부 부유한 노인을 제외시키는 낮은 급
여의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1층의 목표가 빈곤선과
관계없이 운영되고 빈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공부조 개입이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기업연금을 핵심으로 하는 유형 3을 발전시켜 부족
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려는 것도 ‘가벼운’ 유형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최근 두터운 확정급여형 사회보험을 운영하던 스웨덴과 이탈리
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이 재정안정성의 압박을 덜기 위해서 기존 확정급
여 방식의 부과방식(pay-as-you-go)을 유지하면서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여연수와 생애소득이 아닌 자신의 기여금과 이에 대한 운영수익으로
계산하는 명목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였다. 본 표만으로는 잘 나타나
지 않지만, 확정급여형의 비중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많은 국가에서 발견
되었으며, 대신 독일이나 스웨덴에서와 같이 유형 3의 확정기여형 민간연
금을 도입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표 3-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0년과 최근 사이에 공적연금지
출은 많은 국가에서 정체되었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지만, 사적지출은 대
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베버리지적 유
형과 비스마르크적 유형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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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축된 각국의 연금제도는 <표 3-4>와 같은 연금지출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대부분 유형 1을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발전시킨 베버리지
적 연금체제에서 공공지출이 낮게 나타나고, 유형 2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비스마르크적 연금체제에서 공공지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조세로 거주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노인인구에
게 연금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의 경우 지출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뉴질랜드는 1990년에 GDP
대비 7.4%에서 2007년에는 4.3%로 감소하였고, 네덜란드 역시 6.7%에서
4.7%로 감소하였다. 일부 개혁의 효과가 있지만, 호주(3.4%, 2007년), 아
일랜드(3.6%), 덴마크(5.6%), 그리고 영국(5.4%) 등 베버리지적 연금제도
에서 지출이 낮다. 반면에,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은 이미 10% 지출을 넘어서 12～14%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리스나 일
본 등의 국가에서도 최근 연금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이
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비해서 소득비례형
급여를 지급하는 유형 2가 더욱 재정건전성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의 급여를
보조하기 위해서 조세가 투입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유형 1에서의 조
세투입과 달리 고용불안정이 가중될수록 사회보험에 사후적으로 투입되
는 조세는 안정적인 기여를 한 이들의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분배적 효과에서 누진적이라고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베버리지적 유형과 비스마르크적 유형의 차이는 사적지출을 감
안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 비스마르크 유형 중 ‘가벼
운(lite)' 유형에 속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베버리지적 유형 중 상대
적으로 보편성이나 보장성이 낮은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을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7년에 공적연금은 4.2%에 지나지 않지만, 사적지출을 합하면
8.2%가 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출을 포함하게 되면 10%가 넘어가
게 되어 일부 비스마르크적 연금체제 지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
다. 영국의 경우도 사적연금을 합하면 9.9%이며, 세제지출을 합하면 11%
가 넘게 되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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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금지출 구조
공공지출

사적지출

1990 1995 2000 2005 2007

변화량
(%)
1990～
2007
11.2
7.8
-2.9
-1.2
8.6
13.3
17.5

제도
유형
1990 1995 2000 2005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3.0 3.6 3.8 3.3 3.4
11.4 12.3 12.3 12.5 12.3
9.1 9.4 8.9 9.0 8.9
4.2 4.7 4.3 4.2 4.2
5.1 6.2 5.3 5.4 5.6
7.3 8.8 7.7 8.4 8.3
10.6 12.0 11.8 12.3 12.5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9.7 10.7 11.2
9.9 9.6 10.7
3.9 3.5 3.1
10.1 11.3 13.6

Japan

4.9

6.1

7.4

Korea
Netherlands

0.7
6.7

1.2
5.8

1.4
5.0

7.4

5.7

5.0

4.3

4.3 -41.8

5.6
7.9
7.7
5.6

5.5
9.0
8.2
6.7

4.8
8.6
7.2
6.6

4.8
8.1
7.6
6.8

4.7 -16.6 v 0.6
8.0 1.5
7.2 -6.8 q/m 1.2
6.4 14.2 m 3.2
v 0.0

4.8

5.4

5.3

5.6

6.1

6.3

5.9

6.4

6.9

6.9

New
Zealand
Norway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average

v
v
v
v
q/m
v
m
v
11.5 10.7 19.1 v
11.7 11.9 20.9 v
3.4 3.6 -7.7 v
14.0 14.1 38.9 m
v
8.7 8.8 80.5 m
v
1.5 1.7 130.5 v
5.0 4.7 -29.8 m
q

0.4
1.0
2.6
1.5
0.1
0.2
0.1
0.6
0.4
0.9
2.7
0.3
0.2
a
m
a
3.9

1.8
0.4
1.7
3.5
1.8
0.4
0.1
0.1
0.7
0.4
1.1
3.1
0.2
0.3
a
0.0
0.0
4.7

2.9
0.5
2.0
4.0
2.0
0.3
0.2
0.1
0.8
0.5
1.0
1.2
0.2
0.5
3.0
0.0
0.0
4.8

1.9
0.5
3.5
4.3
2.3
0.2
0.2
0.1
0.8
0.4
1.0
1.1
0.2
a
2.3
0.0
0.0
5.2

사적연금에
총지출
대한감세
변화량
(%)
(GDP대비%)
(%)
1990～
2007
2007
2007
2007
1.9
5.3
2.7
0.5 22.4 12.8
0.1
3.7 261.2 12.6
0.1
4.1 58.4 8.2
2.0
2.2 41.2 7.7
0.2 154.3 8.5
0.1
0.2 10.6
12.8
0.0
0.1 162.8
0.8 24.1 11.5
0.8
0.4 6.9 12.3
0.9 0.9
4.5
1.2
1.2 -57.1
15.5
0.0
0.2 -22.1
a
11.7
0.7
2.9
0.0
1.7
0.0
10.0
5.2 34.8
4.3

0.6 0.6 0.6 0.6

2.7

1.9 1.8 2.1 2.1
4.9 5.8 6.0 6.0
0.0 0.0 0.0 0.0

72.8
88.7
23.5

5.4 11.0

v/m 4.3 5.2 6.1 4.8 4.5

6.2

9.9

1.2

6.0

6.0 -1.5

v 2.7 3.1 3.8 3.8 4.3

61.0

10.3

0.8

7.1

7.0 14.5

1.3 1.4 1.5 1.6 1.6

23.3

8.4

0.6

주: 제도유형: m = 강제적용, v = 자발적 적용, q = 준강제적 적용.
자료: OECD(2011).

5.3
8.0
9.3

0.6
0.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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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7년 약 13%대인 데 반하여, 벨기에나 독일
같은 국가들의 노인인구 비율이 약 17～9%임을 감안하면 사적연금이 활
성된 연금체제들의 지속가능성 이슈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비스마르크적
연금체제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국가에 있는 데 반하여 이들 국가들의 재
정적 압박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스웨덴이나 덴마
크, 노르웨이, 그리고 최근 유연안정성으로 주목받는 네덜란드와 같은 국
가에서 상대적으로 총지출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안
정된 1층 체계를 바탕으로 사회보험이나 사적연금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공사연금지출의 합이 2007년 덴마크 7.7%(노인인구 비율 15.5%),
노르웨이 6%(노인인구 비율 14.6%), 스웨덴 9.3%(노인인구 비율 17.4%)
에 지나지 않는다. 매우 보편적인 기초연금과 보편성과 강제성이 높은 기
업연금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약 10% 지출을 보이
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연금제도 및 연금지출이 고용안정성 및 노후소
득안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를 생산했는지를 검토
해 보자.

2. 고용불안정의 증가와 연금개혁의 동향
지난 20년 동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양한 학
술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다음의 세 가지 그림은 대표적으로 노동
시장불안정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한시적 고용(fixed-term
employment)의 증가이며, 둘째는 시간제 고용(part-time employment)의
증가이다. 이 두 형태의 고용불안정성은 Muffels & Wilthagen(2011)의
유연성에 대한 분류 중 계약의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외적 유연성과 시
간의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내적 유연성을 대표한다. [그림 3-2]와 [그
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비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시
적 고용과 시간제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시적 고용의 경우
스페인에서 수치가 35%에 육박하였으며, 시간제 근로는 네덜란드에서 약
35%의 수치를 보여 아웃라이어(outlier)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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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최근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조정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분류되는 대륙유럽국가들에서 한시적
고용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림 3-2]에서 대각선을 중심으
로 오른쪽에 있는 국가군들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일본, 프랑스
그리고 독일들은 대륙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반면에 베버리지적
연금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한시적 고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시간근로의 경우에도 이미 내적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었던 베버리지
적 유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내적 유연성이 약했던 대륙유럽국가들이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2] 한시적 고용의 변화

한시적 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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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시간제 고용의 변화

시간제 근로자 비율

자료 : OECD(2012).

이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0년대에는 비스마르크적 유형 국가에서
한시적 고용이, 베버리지적 유형 국가에서는 시간제 고용이 더욱 일반적
이었다. 영국과 스페인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
근 비스마르크적 유형 국가에서도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세 유형의 연금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 1이나 베버리지적 유형이 상대적으로 고용의 유연화에 영향을 덜 받
는 반면 비스마르크적 유형은 노동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기여를 받아서
소득비례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바로 노후소
득보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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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index)의 변화

자료 : OECD(2012).

한시적 고용과 시간제 고용이 국가마다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고, 자발
성이라는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용관련법에 대한 해
석을 기초로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는 보다 현실적인 노동시
장 유연성 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3-4]는 고용보호지수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말과 최근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앵글로색슨국가들이 대체로 낮은 고용보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고용보호가 일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남부유럽국가들과 스웨덴과 네덜란드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들과 같이 고용보호 수준이 높았던 국가에서는 고용보호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고용보호지수가 1990년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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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근 2.5로 급격히 줄었으며, 스웨덴에서도 약 0.5가 줄어드면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인 분포는 자유주의 복지
국가에서 가장 낮은 고용보호 수준을 나타내며,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최근 유연안정성 모델로 명명되는 사회민주주
의국가들이 중간정도의 고용보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피고용인들의 비전형적인(atypical) 고용과 낮아진 고용보호 수준은 고
용불안정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노후소득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요
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고려되어야 할 노동시장의 요소
들이 많다. 그 중 많은 고용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간과된 하나의 위험요
소는 자영업자의 비중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독일과 네덜란드와 같은 일
부 유럽 국가에서 자영업자(solo self-employed)의 비중이 노동시장에 급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inrichs, 2012, p.38; Anderson, 2012,
p.225). 자영업자 계층은 피고용인들과 달리 상당히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안정되었다기보다 영세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 10%대의 자영업자들의 비중을 가지
고 있는 반면에 한국을 포함하여 남부유럽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가 2005년 기준 약 36%, 이탈리아가 27% 정도
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영세자영업
자들의 많은 비중이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정규고용에서
밀려난 이들이라는 점 그리고 대체로 사회보장으로부터 보호수준이 낮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Buschoff and Protsch, 2008).
하지만 고용불안정이 바로 노후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다. Hinrichs and Jessoula(2012)는 증가하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연금개
혁이 합하여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틀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30년간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보다는 축소지향적 연금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보다 초점을 두어 개혁이 진행되었다. 최근 1990년대 이후
의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킨 국가들은 거
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개혁으로 인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Ferber and Simpson(2009, Table 1)의 연구를 보면 오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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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독일, 일본, 포르투갈 등 사회보험 국가들 대부분에서 중위소득의 반
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많게는 10%가 넘고 낮게는 5～6%
정도로 낮아졌다. 같은 명목확정기여형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의 경
우 저소득자의 연금 수준은 44.7%에서 4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이탈리
아의 경우 55.9%에서 46.7%로 더욱 많이 낮아지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소득대체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유일한 국가는 영국으로
26%에서 36%로 증가했는데, 이는 이후 논의하게 될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노동당 정부가 최저소득보장연금(이후 연금크레딧제도)을 도입
해서 빈곤선을 확보해 주려고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득대체율의 저
하와 확정기여형 연금의 도입은 이들의 역진적 성격으로 인해서 결과적
으로 노인빈곤과 불평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Barr, 2002; Ferber and Simpson, 2009).
이러한 연금개혁을 연금수급연령과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고
려하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에 더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최
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연금 수급연
령 및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을 증가시켰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법 개정으로 2046년에 영국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성별
구분 없이 68세로 상향조정하였고, 덴마크 역시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하
였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들에서도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EC, 2009, p.6). 결과적으로 연금 수급연령의 증가는 노동시장
에서 활동하는 시간의 증가를 가정으로 하고 있고,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체코나
룩셈부르크와 같이 연금가입기간이 40년이 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스웨덴과 같은 노동시장 참가가 높은 국가의 평균 가입기간이 약 37년이
며,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는 25～28년에 지나지 않는다(ibid).
특히 여성의 가입기간은 많은 국가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짧게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남성의 가입기간이 42년인 데 반해 여성이 26년에 지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 자산조사를 통한 최저소득보장연
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는 연금가입기간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여성일수록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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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결합되게 되면 노후소
득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이 타깃팅 방식의 기초연금으
로 전환되거나 사적연금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 역시 정규직 고용관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거나
영세자영업 종사자 혹은 실업과 비경제활동 시기를 반복하는 불안정 고
용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영향은 단순
히 수리적인 불이익을 넘어서 기초연금의 경우 보편적 급여 단계에서 제
기되지 않았던 거버넌스 문제와 수급률(take-up rate)에 대한 이슈들, 그
리고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금융에 대한 이해
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이슈까지 기존 유형 1과 2에서 표출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이슈들에 직면하게 된다(Leisering, 2011). 이러한 이슈들은
저소득층과 고용불안정층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실제로 불안정한 고용을 하는 이들에게 전혀 적용
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음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 근로자에게 연금을 제공하
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 보편적 기초연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2층에서는
대부분 선택적인 적용을 하고 있으며, 유형 2의 소득비례연금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체제 내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연금을 운영한다든지
한국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Choi, J. 2009 참조). 비정
규직을 위해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피고용인과 함께 연금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연금크레딧제도를 통해서 연금수급권
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유호선(2010)
에 따르면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양육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양육으로 인해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적격연수(qualifying periods)를 줄여주는 영국과 같은 국가,
그리고 유형 1을 운영하는 경우 크레딧이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 등
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하여 안
정된 사회보장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형 1처럼 자동적으로 고용의 조건과 관계없이 노후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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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비전형적 근로자와 연금제도
기초연금
시스템

법적 시스템
법적 시스템하의 자격
범위

있다

덴마크

×
(40년 이
상 거주
시 기초연
금 전액)

독일

선택적, 최소
3년 이상 피
고용인이었
던 사람은 계
속 적용됨
× 선택적

이탈리아

× 있음

×
(50년 이
네덜란드 상 거 주
시 기초연
금 전액)

×
(기여형,
자발적 기
여는 선택
적임)

최소기여기간

은퇴 전 소득과
관계없음. 그러나
기여액(직업의 유
형에 따라 3가지
수준)과 보험가입
기간에 기초함

없음(월 400
€ 이하의 소 짧음(5년)
득)

있음

있음

고용주가 가입
한 퇴직급여에
의하여 90%의
급여명단에 있
는 근로자가 포
함됨

199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면
1996년 1월 1일 이전 있는데, 마지막 5
에 가입하면 20년, 그 년 동안의 기여에
기초함. 그 이후
이후면 5년
에는 생애 전체의
기여에 기초함
고용주가 가입
한 퇴직급여에
의하여 90%의
급여명단에 있
는 근로자가 포
함됨

기초연금 위
에 보충적인
저축 설계는
없음(그러나
기타 참조)

없음

기타

급여의 계산:
은퇴 전 소득과
근로기간에 따름

부분적, 주 9
시간 미만 근
로자에게는 없음
적용되지 않
음

있음(농업 종
사자 제외)
농업부문의
자영업자들
× 에게는 보충
적인 저축 설 있음
계와 별도로
보험 설계가
있음

폴란드

영국

주변적
없다 단독 자영업 피고용인

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조건

1949년 1월 1일
1949년 1월 1일 이전
이전에 태어난 사
에 태어난 사람은 남
람은 있음. 그 이
자는 20년, 여자는 15
후에 태어난 사람
년. 그 이후에는 최소
도 있는데, 보다
한의 기여기간이 없음.
소득에 연동되어
개인적인 자격요건
있음

없음(주 119€
매우 짧음
이하의 소득)

자료 : Buschoff and Protsch(2008).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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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 주는 경우가 아닌 유형 2와 3처럼 기여에 의해서 노후소득을 제공
하는 경우는 기여의 연속성이나 이들의 소득파악에 대한 행정능력이 매
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제도가 존재해도 이를 집행할 능력이 부족
한 경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고용불
안하에서 변동이 심한 개인들의 고용이력을 파악하는 것은 점차 어려운
작업이 되어가고 있다.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이 노인빈곤과 같은 노후소
득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3. 고용불안정과 노인빈곤 : 퍼지셋 결합 분석
그렇다면 고용불안정성과 연금제도의 성격은 노후소득불안정에 어떠
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검토해 보자. 이를 위해 사용될 연구방법
론은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 :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이다. Fs/QCA는 고전적 집합이론을 사용했던 불리언 방법
(Boolean method)을(Ragin, 1987 참조) 응용하여 발전된 방법론이다. 불
리언 방법과 달리 Fs/QCA는 0(absent)과 1(present)만을 사용한 전통적
(classic or crisp) 집합을 넘어 그 사이의 다양한 정도를 넣어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석에서 정보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
다. 다시 말해 퍼지 수학은 집합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집합에 어
느 정도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속 점수를 통하여 계산된다. 각각의
원(raw) 지수들이 0～1까지의 퍼지 점수로 환산된 후에는 기본적으로
QCA에서 사용한 불리언 수학에서와 같이 ‘And’(곱하기/교집합)와 ‘Or’
(더하기/합집합)을 활용하여 계산을 한다(Ragin, 2000; Smithson and
Verkuilen, 2006).
Fs/QCA는 기존의 질적 사례 중심 연구가 깊이(depth)를 강조했지만
많은 사례에 접근할 수 없었던 단점과 변수 중심 연구에서 폭(breadth)을
강조했지만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했던 점들을 비판한다. 다르게 표현한
다면, 사례 중심 연구에서 각 사례들에 대한 전체주의적(holistic) 접근을
하나의 중요한 장점으로 계승한 것과 더불어 변수 중심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절약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장점을 동시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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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결합된 원인(combinational
cause)에 관심을 두면서 여러 원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특정한
결과를 낳는 현상에 주목을 한다. 또한 하나의 결합요인만이 특정 결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결합요인도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하나의 원인이 반드시 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며 어
떤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다.
Fs/QC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원자료를
퍼지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이다(calibration). 가장 단순한 형태의 퍼지 점
수는 전통적 집합에서 사용된 0과 1만이 존재하는 형태로서 0은 집합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음을, 1은 완전히 속해 있음을 말한다. 만일 세 개의
퍼지 점수로 집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0.5를 통해서 속해 있지도 않고 안
속해 있지도 않는 분기점(cross-over) 상태를 지정할 수 있다. 연구자의
지식과 이론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세분화된 퍼지 점수가 존재
할 수 있으며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마치 연속 변수처럼 0과 1사이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Ragin, 2008, p.51 참조).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
의 최소값을 0으로, 최대값을 1, 그리고 중위값을 분기점으로 사용하여
연속 퍼지 점수로 표준화를 시켜 사용하였다. 이렇게 표준화된 퍼지 점수
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을 도출하는 결합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Fs/QCA 소프트웨어 2.0을 활용하였다(http://www.u.arizona.edu/
cragin/fsQCA/).
여기에서는 노인빈곤율을 노후소득불안정의 척도로 삼아서 검증해 보
고자 한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베버리지적 연금체제의 목표인 기초보장
과 더불어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노후소
득불안정에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첫째, 불안정한
고용이력으로 인해서 연금제도에서 소외되거나 충분하지 못한 연금소득
을 갖게 되었을 때 노인빈곤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둘째, 균등화된 중
위소득의 50%를 사용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사용하게 되면 일부 불평등
적인 요소를 감안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지표로서 이외에 더 적절한 지표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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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 베버리지적 연금체제에 더욱 우호
적인 노인빈곤율이라는 지표가 가지는 한계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축소지향적 연금개혁이 실행된 20세기 후반에 노인빈곤율은
연금수급권의 성숙과 함께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에 2000년대에 들어
서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국가와 증가하는 국가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인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빈곤연구에
서 제시되었던 결과와 사뭇 유사하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남부유럽 복
지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을 나타내는 반면에 대륙유럽 보수
주의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빈곤율 10%를 기준으로 이러한 그룹이 잘 나누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눈에 띄는 예외적인 사례는 뉴질랜드이다. 뉴질
랜드는 네덜란드와 함께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
점은 가장 원형적 형태(prototype)의 유형 1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며, 지출 역시 높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남부유
럽국가들은 높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표 3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연금을 합하고 조세지출을 더할 경우 각국
의 연금지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국가 간에 나타나는 빈
곤율의 차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의 노인빈곤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3-5]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의 변화

자료 : OEC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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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고용불안정성과 관련된 요인과
연금제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고용불안정성의 측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는 고용보호지수와 전체 노동시장 참가인력 중 자영업의 비중
이다. 고용보호지수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비교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비중은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논의가 되어 왔지만, 노후
소득불안정이라는 요인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성격의 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포함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 노인
빈곤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2000년대 고용시장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
치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1998년의 고용보호지수와 자영업 비중은
1991년부터 2005～06년까지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3-6> Fs/QCA 분석을 위한 요인 정리
탈상품화
지수
호주
7.9
오스트리아
12.9
벨기에
13.0
캐나다
11.7
덴마크
14.0
핀란드
12.0
프랑스
12.0
독일
10.9
그리스
..
아일랜드
11.9
이탈리아
14.0
일본
10.0
네덜란드
14.0
뉴질랜드
13.9
노르웨이
14.0
스페인
..
스웨덴
12.0
스위스
11.0
영국
11.0
미국
10.2

고용보호
지수
0.9
2.2
2.1
0.6
1.2
2.0
3.0
2.5
3.6
0.9
3.3
2.4
2.1
1.0
2.6
3.1
2.2
1.0
0.5
0.2

자영업
비율
14.5
13.8
16.6
15.6
9.6
14.3
12.8
10.9
42.8
20.4
28.1
17.7
11.9
20.1
..
22.2
10.8
13.2
8.1

공공연금
지출
4.3
10.8
7.2
3.8
7.3
8.5
10.9
9.2
11.0
2.9
11.6
8.6
5.5
4.1
6.3
8.0
9.4
6.7
5.9
5.2

자료 : OECD(2012); 탈상품화지수는 Scruggs(2012).

민간연금
지출
3.1
0.5
2.8
4.1
2.2
0.2
0.2
0.7
0.4
0.9
1.3
3.3
3.5
0.0
0.6
0.0
2.1
5.3
4.5
4.3

노인빈곤
율
26.9
7.5
12.8
5.9
10.0
12.7
8.8
8.4
22.7
30.6
12.8
22.0
2.1
1.5
9.1
22.8
6.2
17.6
10.3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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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요소들은 연금제도의 탈상품화지수, 공적연금지출, 그리고
사적연금지출이 사용되었다. 탈상품화지수는 Scruggs(2012)의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Dataset에서 추출이 되었다. 탈상품화지수는 시장으
로부터 얼마나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연금제도의 보편성과 재분배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최저소득대체율, 표준소득대체율, 기여기간,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었다(Esping-Andersen, 1990, 제2장 참조). 본 연구에서
는 총연금지출 대신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가지는 분배적 함의가 다
르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착안하여 별도의 요인으로 다루었다. 이 세 가
지 요인들은 노인빈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2000
년대 중반(탈상품화지수는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자료인 2002년 자
료)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값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분석에 앞서서 기존 문헌에서 자주 언급된 탈상품화와 고용보호지수와
노인빈곤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3-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탈상
품화와 노인빈곤 간에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일랜드를 제외하게 되면 탈상품화지수가 높을수록 노인빈곤이 낮게
[그림 3-6] 탈상품화지수와 노인빈곤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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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고용보호지수와 노인빈곤 간의 관계

나타나고, 반대로 탈상품화지수가 낮을수록 노인빈곤이 높게 나타난다.
아일랜드의 경우 기여에 의한 기초연금, 타깃팅에 따른 최저소득보장제
도가 존재하여 탈상품화 정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불안정
으로 안정된 기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
을 경우는 탈상품화지수에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탈상품화와의 관계에 반하여 고용보호지수와 노인빈곤 간에는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탈리아와 같이 고용보호지수가 높고 노인
빈곤도 높은 국가도 존재하며, 미국이나 아일랜드와 같이 고용보호지수
가 낮고 노인빈곤이 높은 국가, 그리고 노인빈곤이 낮은 국가 중에 고용
보호지수가 높은 프랑스와 같은 국가와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이 고
용보호지수가 낮은 국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양
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두 요인 간의 관계만으로는 얼마나 개
별 요인이 중요한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연안정성
과 같은 논리에서는 유연성*안정성이 동시에 존재하여야(결합되어야) 안
정된 복지성과를 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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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기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해서 Quine-McCluskey 알
고리즘이 사용되었다.
Model : foldp = f(fepl(고용보호지수), fdec(탈상품화지수), fself(자영업
비중), fpu(공적연금지출), fpr(사적연금지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원설명력(raw
coverage)은 각 결합요인(recipe)이 가지는 설명력이며, 순설명력(unique
coverage)은 다른 결합요인과 겹치지 않는 그 결합요인만의 설명력을 일
컫는다. 총설명력(solution coverage)15)은 모든 결합요인이 결과요인를 설
명하는 설명력의 총합을 일컫는다. 설명력이 집합관계에서 결합요인이 결과
요인 영역과 얼마나 많이 겹쳐지는가에 관심을 둔다면 일관도(consistency)
는 집합관계에서 결합요인이 얼마나 결과요인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일컫
는 것으로, 일관도가 낮게 되면 설명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
석을 예로 든다면, 설명력은 beta 값이나 R2에 유사하다면, 일관도는 통
계적 유의도(significance level)와 유사하다.
본 모델은 총설명력이 0.9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여섯 가지의 결
합요인이 노인빈곤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사적연금지

fpr
~fdec*~fpu
~fepl*~fself
~fepl*~fdec
fepl*fself
fself*fpu

원설명력

순설명력

일관도

0.704264
0.580468
0.654745
0.657497
0.506190
0.526823

0.024759
0.001376
0.001376
0.000000
0.000000
0.000000

0.645649
0.862986
0.683908
0.831304
0.812362
0.820128

총설명력 : 0.922971
총일관도 : 0.631827

15) 설명력(coverage)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설명력=(Xi≤Yi) = Σ[min(Xi,Yi)]/Σ(Yi),
일관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일관도=(Xi≤Yi) = Σ[min(Xi,Yi)]/Σ(Xi).(Ragin, 2008,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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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fpr)이 존재할 때 노인빈곤이 설명된다. 이는 사적연금의 분배적 효과
를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fdec) 공적
연금지출이 낮은(~fpu) 경우가 결합되었을 때이다. 다시 말해서 덜 보편
적이고 덜 재분배적인 연금제도와 낮은 공적연금지출이 보일 때 노인빈
곤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낮은 고용보호 수준(~fepl)과 낮은 자영업
의 비중(~fself)이 높은 노인빈곤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피고용인인 경우
공식적 연금제도에 포함될 확률은 높아지지만,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경우 노인빈곤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넷째, 낮은 고용보호 수준(~fepl)과 낮은 탈상품화 수준(~fdec)이
결합되었을 때 노인빈곤이 높게 나타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낮은 사회
보장 수준은 노후소득불안정성을 생산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높은 고용보호 수준(fepl)과 높은 자영업 비중(fself)이 결합되었을 때 역
시 높은 노인빈곤을 설명한다. 영세적인 자영업이 많고 이들이 공식적 노
동시장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 높은 노인빈곤을 보인다. 마지막으
로 높은 자영업 비중(fself)과 높은 공적연금지출(fpu)이 결합된 경우 높
은 노인빈곤을 보인다. 높은 공적연금지출이 공무원이나 일부 안정된 피
고용인들에게 집중되고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우
에 높은 노인빈곤이 나타날 수 있다.
높은 사적연금지출이나 낮은 고용 수준과 낮은 탈상품화 수준 등은 대
체로 자유주의 국가들의 높은 빈곤율을 설명하고 있으며, 높은 자영업 비
율과 결합된 높은 고용보호지수나 높은 공적연금지출은 남유럽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퍼지셋 분석이 주는 장점은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서 어떠한 결합양식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도출하였
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현재의 노인빈곤을 어느 시점의 어떤 변수로 설명해야 하는가에 대해
서 현재까지 일관된 의견이나 방법론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 분석
은 방법론적 엄밀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서는 유의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연금제도와 노동시장의 안
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노후소득안정
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탈상품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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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호 수준과 자영업의 수준이 연금제도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노인빈곤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현실과 비
추어볼 때 현재의 연금개혁이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보
편성과 재분배적 기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향후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요소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
들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보호가 현재보다 더 약화될 경우 그리고 결과적
으로 일부 국가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확대될 경
우 향후 노후소득불안정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
추가 될 수 있다.

제4절 사례연구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이론적이고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했던 고용불안
정에 대처하는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베버리지
적 연금체제를 가진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비스마르크적 연금체제를
가진 독일과 일본이 그 대상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1층을 기초연금으로
2층을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
본 역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연금제도의 구체
적인 요소들을 논의함으로써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를 밝
히게 될 것이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 유연안정성의 ‘기적’은 최근 복지국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과거 보수주의 복지체제로서 남성가장모델의 전형적
사례였던 네덜란드는 최근 합의적 정치하에 1.5소득자모델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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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은 두터운 사회보장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빈곤선까지 보장해 주는 기초연금이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 완전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50년 동
안 네덜란드에 거주를 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줄어들수록 연금의 수령
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
의 보장을 목표로하며, 순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으
로 독신자의 기초연금은 휴가급여를 합쳐 월 1,131.8유로에 이르며, 부부
의 경우에는 각각 789유로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하여 2층에 존재하는 기업연금은 피고용인의 90%가 실질적으
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편이다. 1990년대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1994년에
는 사회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금의 이동성(portability)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간제 근로를 반드시 기업연금에 포함하게 하였다(Anderson,
2012). 이와 함께 시간제 근로자의 기여와 향후 연금급여가 실제 임금에
기반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닌 전일제 근로일 때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기
여와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 2층
연금이 원만하게 작동되는 배경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빈곤선까지의 기초
연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 보장을 하는 기업연금의 부
담이 적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2011년에 전체 피고용인 중 40%에 육박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층 기업연금의 경우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
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 대부분 적
용이 되는 데 반해서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다(Anderson, 2012). 또한 전체 노동인력 중 약 12%(2005년)에 해
당하는 자영업자들은 기업연금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Buschoff and Protsch,
2008). 하지만 1～2% 대의 빈곤율이 말해주듯이 대체로 안정된 노후소득
을 제공하는 연금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네덜란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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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현재 지출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향후 기초
연금과 기업연금의 지출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001년
에 기초연금과 기업연금이 각각 GDP 대비 4.7%와 4.1% 지출되고 있지
만, 이는 2060년에 8.3%와 13.4%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연
금의 상승은 그렇게 급격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확정급여형과
일부 최종소득에 기반하여 급여를 결정하는 기업연금은 재정적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최종소득 기반에서 생애소득 기
반으로 기업연금 급여산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
형으로의 변화도 발견되고 있다(Anderson, 2012). 기초연금 역시 향후 재
정안정성을 확보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립기금(Reserve
Fund)을 1997년에 설립하였으며, 2020년부터 적립기금이 사용될 예정이
다.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성공적 다층체계를 통하여 고용불안정을 상
쇄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영 국
영국은 네덜란드와 유사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면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편
적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지만, 조세가 아닌 기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
든 피고용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1970년대 한때 소
득에 연동하였으나 1981년 대처 정부 개혁에 따라서 물가에 연동한다. 물
가에 연동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완
전노령연금을 받아도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Pension Policy Institute(2006)에 따르면 2011년에 완전기초연금
수준이 국민 평균소득의 11%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물가에 계속 연동될
경우 2036년에는 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는 2층 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층 연금의 핵심은 기업연금으로서 확정급여 방식이 핵심이었지만,
1980년대 대처 정부의 개혁을 통해서 확정기여 방식과 개인연금 방식이
도입되었고 최근까지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확정기여 방식의 기업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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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연금이 정책적으로 권장되고 있다(최영준 2011). 2층에는 공적연
금도 존재하는데 1978년부터 시행된 국가소득비례연금제도(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ystem)와 2002년에 새롭게 도입된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이 있다. 피고용인은 공적이층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적용제외(opting out)를 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국가소득비례연금의 경우 본 의도는 사적연금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두터운 2층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후 연금개혁을 통해서 공적이층연금
은 가능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축소하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산
층 이상은 가입의 인센티브를 없애고, 사적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
든 국가이층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당과 이후 노동당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을 진흥
하려는 의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 방식이 도입된 1986년 이래로 잠시 가입자가 늘
어났으나 다시 줄어들었다. 대신 국가가 가능한 줄이려고 하는 국가이층연
[그림 3-8]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층체계 가입자의 변화

자료 : 최영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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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가입자가 대폭 상승하는 것이 발견된다. 이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적연금에 대한 스캔들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기업주들이 더 이상 자
발적으로 기업연금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최영준, 2011). 사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이
층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당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매년 8,105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피고용인들이 자동적으로 사적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되게 하는 제도를
2012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16)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부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들이 사적연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장성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주당 약 15파운드 이하의 취약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Buschoff and Protsch, 2008). 단, 연금수령 후에도 빈곤할 경우에는 최
저소득을 보장하는 연금크레딧제도를 통해서 빈곤선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선까지 소득을 맞추어주는 정책이다. 빈곤선
은 임금에 연동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보장을 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노인빈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최영준, 2011).
또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높은 영국에서 현재의
다층구조가 얼마나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공적연금지출 부분을 통합하고 사적연금에 주는 조세지출을 줄여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만들자는 안을 제기하고 있다.17)
양육으로 인한 크레딧은 모성급여를 수급하는 39주 동안 인정된다. 실
제 급여의 형태는 아니며 기여가 인정되는 형태이다. 육아 이외에도 장애
인 등의 돌봄 기간이나 실업기간에도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
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여 인정 기간이 짧은 편인데, 영
16) http://www.guardian.co.uk/money/2012/oct/01/auto-enrolment-pensions-all-youneed-to-know(2012년 10월 20일 접속).
17) http://www.pensionspolicyinstitute.org.uk/(2012년 10월 2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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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최근 개혁을 통하여 2010년부터 완전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기여기간
을 남성 44년, 여성 39년에서 모두 30년으로 축소하였다. 이로써 불완전
한 고용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보다 쉽게 완전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아동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이들에 대해서 국가이층연금에서도 일부 기여
를 인정하기 시작했다(유호선, 2010).

3. 일 본
일본은 영국과 같이 기초연금을 보험방식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2층
에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의 피고용인이 퇴직금 혹은/그리고 기업연금을 가지고 있다. 서서히 줄었
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피고용인 중 약 86%가 2003년에 퇴직금이
나 기업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oi, 2006). 기초연금의
경우 영국과의 중요한 차이는 후생연금에 가입된 부양자의 경우 일하지
않은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
본 연금은 제도적으로는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있지만, 피고용인의 경우
실제로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자영
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을 별도로 두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연금은 확정급여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1년 개혁을
통해서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방식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그 정도가 일본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초연금
은 기여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는데 피고용인이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피
고용인의 고용되지 않은 배우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고용불안정성이 높
은 자영업 계층 및 5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피고용인, 그리고 학생 등
의 계층이다. 문제는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고용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이
들의 연금기여율이 199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0
년대 90%에 육박하던 기여율은 2011년에 56%로 급감하였다(윤석명, 2012).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신이 급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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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이 되었지만, 고용불안정의 증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최저소득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최근 연금지출이 거의 10%대로 급증하였지만, 노인
빈곤은 20%가 넘어서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후생연금 역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축소의 개혁을 단행해 왔다. 연금
수급연령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연금급여 수준을 삭감하였으며, 2004년에
는 급여와 기여 사이의 자동조절장치로 도입하면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약 50%로 축소하였다. 이 수치는 40년 기여에 비고용 상태에 있는 배우
자에 대한 기초연금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매우 낮은 기초연
금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주어지는 반면 정규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은 안정되고 높은 임금에 기초연금, 후생연금, 기업연금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후소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
금의 부족으로 2004년 개혁 이후에 국가가 2분의 1의 재정을 조세로 부담
하고 있다. 이 역시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사후적인 지원으로 대체로 안
정된 고용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연금을 보존하기 위해 쓰일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보조 역시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양육에 관련된 연금크레딧은 크게 두 종류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첫째, 2004년 연금개혁 이후에 육아 휴가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되면서 최대 3년의 연금크레딧이 발생하게 된다. 크레딧의 수준은 이전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지만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비정규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
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3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시간제로 근로의 형태를 바꾼 경우는 줄어든 후생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실제소득을 가정하여 보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
지만 이 역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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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독일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연금 수급에도 불
구하고 빈곤한 이들에게 타깃팅 방식으로 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은 급여가 개인의 고용이력과 매우 밀접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근로한 시간과 소득이 급여수준을 결정하
게 된다. 안정된 고용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후소득이 불안정하다. 대
부분의 자영업과 비정규직은 공적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Buschoff and Protsch, 2008).
독일 정부에서 2001년에 도입한 리스터연금(Riester Rente)은 사적연금
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이 연금제도가
기존의 사적연금제도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중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진흥하기 위해서 기여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육아 중인 여성이
나 26세 이전에 가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입할 인센티브를 높게 설계
하였다. 다음 <표 3-7>은 리스터연금의 보조금의 시차적 상승계획을 보
여준다. 이 설계에 따르면 연 1만 6,000유로를 수입으로 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성의 경우 30유로만 기여하면 나머지 130유로는 국가의 보조
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김원섭 외, 2006). Leschke(2011)에 따르면, 전
일제 근로자 중 리스트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23%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
간제 근로의 경우 34%가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가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거나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이들이 리스터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 사적연금에 공적보조금을
결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략은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를 가지
고 있으며, Leschke(2011)은 개인단위의 기초연금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양육에 관한 연금크레딧제도는 스웨덴과 함께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Leschke, 2011). 1992년 이후부터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3
년의 연금가입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시기부터
또 다시 3년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크레딧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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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리스트연금 보조금
최저보험료율

기본 보조금(€)

자녀 1인당
보조금(€)

특별소득공제
상한액

2002～2003

1%

38

46

525

2004～2005

2%

75

92

1,050

2006～2007

3%

114

138

1,575

2008 이후

4%

154

185

2,100

자료 : 김원섭 외(2006).

있으며, 가상 기여금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4
세에서 10세 이하 아동의 육아로 인해 정상적 근로가 아닌 시간제 근로
등을 할 경우 가입자 평균소득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유호선, 2010). 여성이 고용이 남성
보다 더 불안정하고, 더욱 노후소득불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
면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제5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과거의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표준고용(standard employment)이라고 지칭했
던 시기를 지나 시간제 근로 등을 새로운 표준고용이라고 일컬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chmid, 2010). 네덜란드에서
는 실제로 더 이상 시간제 고용이 ‘비정규’나 ‘주변부적’ 고용이라고 간주
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다(Anderson, 2012). 이러한 현상은 고용의 불
안정성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형태나 고용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집단은 각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
과 같이 시간제 근로가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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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시간제 근로 비중은 낮으나 한시적 근로가 높은 국가도 있고, 자
영업이 높은 국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유연화의 형태가 모두 노후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의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도 중요한 이슈이지
만, 어떠한 구조의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는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초점을 두어서 논의를 하였지만, 보다 넓
은 분석틀로 본다면 복지국가 전반에서 어떻게 하면 고용의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
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표 3-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정된 보육시스템을 통하여 고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나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다시 안정된 일자리
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고용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적정한 임금을 제공
받고 고용이나 계약의 안정성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유연하지만 안정된
노동시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연금제도의 경우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낮
춤과 동시에 안정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반면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차이를 노후소득에도 그대로 반영시키는 제도를 발
전시키기도 하였다. 가장 빈곤이 낮은 국가들은 유형 1의 보편적 기초연
금을 시행하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이었으며, 이는 기여
에 의한 보편적 기초연금을 실시하는 영국이나 일본과는 달랐다. 사적연
금이 대체로 노인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적으로도 역진적
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시간
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강한 국가
의 규제가 작동하며,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전일제 급여로 환산하여 가
입시킴으로써 형평성과 소득보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리스터연금이라는 사적연금을 도입했지만, 고
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높은 보조금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적연금의 역진적인 성격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었
지만, 여전히 리스터연금이 얼마나 분배적 효과가 높은지는 의문으로 남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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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유연성의 유형
F1. 수치적, 내면적

설명/정의

안정성의 유형

설명/정의

근로시간의 유연성 S1. 직업 안정성
(비정규직, 초과근
무, 여러 직업)

현재 직장의 고용
안정성

과업시간의 유연성 S2. 일과 삶의 균형
(유연한 WT, WT
또는 조화 안정
account, 경력의 휴
성
지기간, 휴가 선택,
유연한 연금)

보육 보조의 이용
가능성, 필요에 따
른 근무와 보호/
교육을 위한 휴가
의 선택

F2. 수치적, 외면적

계약의 유연성(임시 S3. 고용/계약의 안
고용, 일상적, 정해
정성
진 기간, 대기 중, 시
간, 아웃소싱, 하위
계약, 재택근무, 전
화근무, 노동인력의
풀)

고용과/또는 계약
의 안정성

F3. 기능적, 외면적

노동력의 유연성
(지식 근로자, 파견,
프리랜서, 컨설턴트)

F4. 기능적, 내면적

노동투입의 유연성 S4. 고용가능성의 안
(다중 기술, 멀티태
정성
스킹, 과업과 직업
의 순환, 과업과 직
업의 풍부)

F5. 임금 유연성

S5. 대표 안정성

근로자 대표와 노
동조합/고용주조
직을 통한 집합적
발언에 대한 보호

S6. 직장 안정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임금/급여의 유연성 S7. 임금/소득 안정
(임금/월급의 변화,
성
평균급여, 성과연동
급여, 기간 급여, 그
룹 급여, 단편 근무,
보너스)

자료 : Muffels and Wilthagen(2011).

기술을 습득하고 유
지하는 기회

공정하고 평등한
급여
사회적 위험으로 부
터 보호해 주는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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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영국의 경우 2층에 사적연금을 진흥하려 하였지만, 네덜란드와
달리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1층 제도, 사적연금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 등 때문에 제대로 정책적 효과가 구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연금을 시행하며 다층소득보장체계를 운
영하고 있지만, 고용의 불안정이나 노후빈곤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영국과 일본은 네덜란드나 독일에 비해서 높
은 노인빈곤을 보이고 있다. 양육으로 인한 연금크레딧의 경우도 독일과
같은 경우는 고용의 이력과 관계없이 주어지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미 정
규적인 직장에 있는 여성이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양육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있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서 고용
이 불안정한 이들이 배제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실업기간 동안 제공되는 연금크레딧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비정규직 실업자나 자영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한국은 고
용불안정성이 노후소득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많은 여건들
을 가지고 있다. 퍼지셋 결합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되었던 위험요소
인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사적연금지출,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와 낮은 공공연금지출 등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에도 OECD에서 보고된 한국의 노인빈곤이 45%를 넘고 있는
데, 이 수치가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일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상
당히 줄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나 자영업 비중
이 줄지 않은 현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한 교훈은 조세에 기
반한 두터운 기초연금의 중요성이다. 국민연금을 보편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변수는 자영업이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득
파악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의 재분배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같은 기초연금이
주어진다면 다양한 고용이력을 가진 이들이나 돌봄을 담당하는 많은 이
들이 노후에 소득의 불안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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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한국의 연금지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노인인구 비중이 약 40%에
육박할 2050년에도 10%가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출 확대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적립기금을
쌓아두면서 향후 지출을 대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현재 기초연금의 수
준을 올리면서 적용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여
전히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가 되게 될 것이다.
만일 조세에 기반한 기초연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금이나 소득비례연금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제도의 적용범위가 잘 유지될 수 있도
록 최적의 규제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료 지원
이나 다양한 크레딧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
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 역시 자세히 연구되어야 한다. 기여에 의해
서 기초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최저소득보장정책을 추가로 운영해야 한
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최저소득
보장연금(현재는 pension credit)이 중위소득 60% 선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산조사에 의
한 프로그램은 현실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기초연금이 두터워지면 상대적으로 이층연금이 부담을 덜게 된다. 실
제 소득비례형 급여가 상당히 높은 지출을 불러오는 것을 감안하면, 기초
연금의 실질화에 따라서 소득비례형 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에서 재분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비례형 연금은 독일의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보장의 목적만으
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 논의에서는 현재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비례형 연금에서도 얼마나 고용불안정층을 흡수하고 보호수
준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네덜란드와 같
이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기여와 급여를 전일제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리고 정부 간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고용 여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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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 비율 추계
연금개혁 이전
연금개혁 이후
1)
2000년
2050년
증가율
증가율1)
2050년 1) (2000년→ 2004년 1)
지출 65세 이상 지출비율
지출 65세 이상 (2004년→
2050년) 지출비율 비율1) 인구2)
2005년)
비율1) 인구2)
영국
5.4
15.8
8.4
+3.0
6.6
8.6
24.1
+2.0
스웨덴
9.2
17.3
13.9
+4.7
10.6
11.2
23.6
+0.6
미국
5.9
12.4
10.7
+4.8
6.23)
5.94)
23.5
-0.3
덴마크
6.3
14.8
11.2
+4.9
9.5
12.8
25.3
+3.3
아일랜드
3.7
11.2
8.9
+5.2
4.7
11.1
26.3
+6.4
네덜란드
4.5
13.6
10.1
+5.6
7.7
11.2
23.5
+3.5
벨기에
7.6
16.8
13.9
+6.3
10.4
15.5
27.7
+5.1
핀란드
7.7
14.9
15.5
+7.8
10.7
13.8
27.6
+3.1
헝가리
7.6
15.1
14.1
+8.5
10.4
17.1
26.9
+6.7
프랑스
11.0
16.1
19.9
+8.9
12.8
14.8
26.2
+2.0
체코
7.7
13.8
19.9
+12.2
8.5
14.1
31.2
+5.6
포르투갈
8.2
16.2
20.9
+12.7
11.1
20.8
31.6
+9.7
스페인
8.4
16.8
21.8
+13.4
8.6
15.7
31.7
+7.1
슬로바키아
6.3
11.4
19.8
+13.5
7.2
9.0
30.1
+1.8
일본
7.0
17.4
21.0
+14.0
10.13) 13.75) 39.6
+0.6
오스트리아 11.7
15.4
27.6
+15.9
13.4
12.2
27.4
-1.2
독일
10.3
16.4
26.2
+15.9
11.4
13.1
31.5
+1.7
이탈리아
13.6
18.3
32.0
+18.4
14.2
14.6
33.6
+0.5
폴란드
10.3
12.2
31.3
+21.0
13.9
8.0
29.6
-5.9
OECD 평균6) 7.5
15.1
17.5
+9.8
9.9
12.8
30.3
+3.2
10)
7)
8)
7)
9.84
한국
1.4
7.2
7.0
1.5
9)
38.2
(5.5 )
주 : 1) 2000년, 2004년, 2050년 연금지출 비율 및 증가율은 Meier and Werding(2010) <표 1,
2>에서 필자가 재구성.
2)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OECD Factbook 2010’에서 구함.
3) 미국과 일본의 2004년 지출은 원자료의 인용 연도가 오래되어‘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0년’의 수치를 인용했음.
4) 2050년 미국의 지출비율은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Boards of Trustees에서 발간
한‘Summary of the 2010 Annual Reports’의 수치로 대체하였음.
5) 일본의 2050년 지출비율은 Fukawa and Sato(2009, p.39)의 논문에서 인용
6) OECD 평균 항목은 위의 표에 제시된 국가의 평균으로 필자가 계산한 것임.
7) 한국의 2000년, 2004년 지출비율은‘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0년’판의
노령(old-age)과 유족(survivors)의 지출비율을 합한 금액임.
8) 한국의 연금지출비율 7.0%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지출액이 제외
된 것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로 유지할 경우의 GDP 대비율임(국민연금발전
위원회, 2003, p.113).
9) 연금지출 비율 5.5%는 특수직역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출이 제외된 것으로 국민연
금 급여수준이 60%에서 40%로 인하된 2007년 이후의 지출비를 의미(국민연금재정계
산위원회, 2008, p.10). 이 수치는 기초노령연금액의 지출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임.
10) 한국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출 비율을 합친 것임.
자료 : 김연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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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크레딧의 확대는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현재 사적연금을 진흥하기 위해서 쓰이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연금은 기본적으로 역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사적연금을 진흥하기 위
해서 사용되는 지출이 GDP 대비 1%가 넘고 있다. 독일 리스터연금의 경
우 사후에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사전에 사적연금 가입
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후적 조세지출에 비해서 훨씬 재분배적이며 고용불안정성
을 줄이는 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의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도 일본과 같이 사후적으로 지출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안정적
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이들의 연금지급에 사용되어 기존 노동시장 약자들
의 노후소득보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반면에 사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다양한 크레딧 형태로 개입되게 되면 사회보험 가입률의 제고나
이들의 보험료 기여 연속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연금제도에서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었으며, 한국에서도 가장 무게 있는 담론 중 하나는 재정건
전성에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경제적 궁핍 이슈는 심각한 이슈로 남아
있으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고용이력을 가진 이들이 노인세대로 이전
되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이슈가 새로운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견 가능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준
비하기 위해서 서구의 경험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재분배적 기제
가 원활히 작동하고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르딕국가들은 노
후소득의 적정성과 재정건전성 양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기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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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18)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 영․미를 중심으
로 한 신자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는데, 국제적
인 수준에서 논의를 주도한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유럽 국가의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
성과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가 중
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동시장
의 유연화→기업경쟁력 증대→고용창출과 저실업’이라는 구도하에 노동
시장의 유연화(경직성 완화)를 추진하였다.
18)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
분․재분배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의미하는데(어수봉(1997),「노동시장
의 유연성 제고」, 노동동향분석 10(3), p.56), 고용과 해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지역적 이동의 유연성 등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
다. Bernard Brunhes(1989), Labor Market Flexibility: Trends in Enterprises,
OECD, p.15 이하에서는 ①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②외부화(externalization), ③내부적 수량적 유연성(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④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 ⑤임금유연성(wage flexibility) 등 다섯 가
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이를 단순화하여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유연
성으로 정리하는 견해도 있다(정인수(1997),『주요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
국노동연구원,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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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 가운데에는 고용보호입법이 노동
시장의 이원화를 가속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용보
호입법이 강화되면,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인사이더(insider)들과 완전 실
업 상태 또는 비자발적 고용 형태인 기간제, 파견제, 시간제로 고용된 아
웃사이더(outsider)들 사이에 분할(segmentation)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증거들을 주장하여 왔다.19) 이러한 인사이더-아웃
사이더 모델은 고용보호입법의 변천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시작으
로,20)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이
더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리 체제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의 과도한
보호(경직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견해에서는 IMF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보고, 노동시장의 경
직성이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경직성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을 유연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비교적 용이한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정규직에 있어서도 명예퇴직 등으
로 인한 고용조정이 적지 않다는 사실 등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반박하
는 입장도 존재하였다.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고용보호입법이 넓
게는 노동시장, 그리고 좁게는 기업의 경쟁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고용보호입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22)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고용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국제적
19) Andrea Barone(2001),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sifin WP, p.7.
20) Edward Lazear(1990), “Job Security Provisions and Employ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3), pp.699～726.
21) 이상의 견해들에 관해서는 김재훈(2009),「우리나라 고용보호수준의 국제비교 분
석과 퇴직금․임금 관련제도 개편방안」,『노동법연구』제27호, 서울대학교 노동
법연구회, p.267 참조.
22) OECD는 [1994년 OECD 고용전략](OECD Jobs Study)에서 총 10개 항목에서 정
책 권고를 한 바 있는데, 그 중 여섯 번째 항목에서 ‘민간부문에서 고용확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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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경제협력기구의 고용보호지수(EPL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세계은행(World Bank) 및 기타 국제기관에 의한
분석기준을 살펴보고, 경제협력기구의 고용보호지수를 중심으로 고용보
호 수준의 국제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2절 고용보호지수의 의의

1. 고용보호지수의 개념과 유형
고용보호지수는 근로자의 고용의 시작과 끝(채용과 해고 : hiring and
firing)을 중심으로 한 고용보호입법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고
용보호에 관한 입법은 기본적으로 제정법(legislation)이 기준이 되지만,
성문법령이라는 형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등의 집단적 근
로결정규범, 법원의 판결례 및 노동관행 등 모든 형태의 강행 기준들에
대한 규범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23)
1970년대 이전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나 1970
년대 영국의 통상산업부(Trade and Industrial Department) 등에서는 현
재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기관들에서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보호에 관한 입법적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임의
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근로
기준에 관한 연방법(Fair Labor Standards Act)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고
보호조항은 없다. 영국 역시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를 위하여 1971년 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71)이 제정되었고, 1975년 고용보호법
(Employment Protection Act, 1975)에 의하여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일
해하는 고용보장규정의 개선’(Reform employment security provisions that
inhibit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을 채택하였다.
23) OECD(1999),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s,” OECD
Employment Outlook,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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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권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임의고용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성문법령에
의한 고용보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호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지수화를 통한 시계열적 분석이 고용보호 변화를 측정하는 하나
의 방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24)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고용보호지수는
국제기구 및 기관들에서 활용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1980년대 이후 회원국들의 고실업과 고용보호지수의 상관관계
에 주목하면서,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를 분석하여 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은 1999년, 2003년, 2008년에
전 회원국에 대하여 고용보호지수를 통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경
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는 회원국의 정부 담당자의 회신을 바탕으
로 정규고용, 임시고용 및 집단해고 분야에 대한 제도적 평가를 하고 있
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비용에 대한 측정을 의미한다.25)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사하게 세계은행(World Bank)도 2003년부터 매
년 사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를 통하여 고용 및 해고를 포함
한 총 10여 개 지수 지표에 대한 규제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사업환경평
가는 말 그대로 ‘사업에 좋은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별 제도 규제를
평가한 것인데, 고용/해고 부분은 고용보호지수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달리 세계은행의 사업환경평가
에서는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고용경직성에 포함시킨다는 점에 특색이 있
으며, 각국 정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세계은행과 약정된 전문가들에 의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26)
24) Paul Davies and Mark Freedland(2010), Towards a Flexible Labour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2nd), p.77.
25) OECD(2004),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s, OECD
Employment Outlook, p.2.
26) World Bank(2011), Doing Business 2012-Doing business in a more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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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의 고용보호지수가 규범적 평가에 중심
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주관적인 관점에서 입법적 평가를 활용하는 국
제기구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27)에서 매
년 발표하는 국제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와 스위
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
elopment)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용보
호지수를 활용하고 있다.28) 다만 이들 기구들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는
고용보호지수를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률과 실업률, 근
로시간과 임금 등에 관한 통계자료와 같이 노사관계의 지수로 활용한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과는 달리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
쟁력보고서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연감은 노사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들에 의한 설문조사 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
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의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국은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2003년,
2008년)로 회원국들의 고용보호입법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
분석에 활용된 고용보호입법 지수 지표는 크게 ① 정규직에 대한 개별해
world, p.3.
27) 세계경제포럼은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로 독립적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
되고 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1981년부터 매년 1～2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
지인 다보스(Davos)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Davos Forum)이라고
한다.
28) IMD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비영리 실무학교로, 상설 부속기관인 WEF를 두고
있다. 1979년부터 IMD와 WEF는 매년 세계경쟁력연감을 같이 발표해 왔으나,
1996년 이후 WEF는 국제경쟁력보고서를, IMD는 세계경쟁력연감을 독자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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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②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 ③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s)
에 대한 추가 규제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에서 ‘임시고용’의 대상이 되는 ‘임시 근
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파견 근로자를 말
하며, 흔히 비정규직(non-regular) 또는 비전형(atypical) 근로자의 범주
에 포함시키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 : Inter
national Labour Organisation)와 국제노동계는 고용보호법제의 순위, 그
것도 유연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서열화가 고용보호에 대한 ‘바닥을 향한
경주(rush to the bottom)’를 촉발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29) 이러한 입장
들을 고려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8년 조사․분석에서는 고용보호
지수에 관한 세 가지 Version을 제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고용보호지수
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의 산정 방식
고용보호지수는 회원국의 정부(노동 관련 부처)에서 응답한 설문지를
근거로 ① 정규직에 대한 개별해고(9개 항목), ② 임시고용(8개 항목), ③
집단해고에 대한 추가 규제(4개 항목)에 대한 세부 21개 평가항목을 0∼6
까지의 수치로 계량화한 것이다.
2008년 조사 이전까지 고용보호지수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
나, 2008년 조사에서는 정규고용에 대한 1개 항목(항목 9 : 해고 통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의 최고 한도)과 임시고용에 관한 2개
항목(항목 16 : 파견업에 대한 승인 등 의무, 항목 17 : 파견근로자의 평등
대우 보장 유무)이 추가되었다. 각 세부 항목 및 응답에 대한 수치화 기준
에 대해서는 이하의 <표 4-1>∼<표 4-3>과 같다.30)
29) 장신철(2011),「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법제 분석방법과 향후 과제」,『국제
노동브리프』 9(4), 한국노동연구원, p.40.
30) 이하의 표는 Venn, D.(2009),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89, 부록 I(p.38) 이하의 표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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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 산정 방식 대분류 1 : 정규직에 대한 개
별해고
수량적 엄격성 점수의 배당
원래 단위와 간략한 설명

배당점수
0

1

2

3

4

5

6

범위 0-3
0 구두 설명으로 충분
항목 1
통지
절차

1

항목 3
예고기간

항목 4
해고수당

범위(0-3) × 2

제3자(근로자대표위원회 또는 관할 노동관
2
청)에게 통지해야 함
3

항목 2
통지 전
지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제3자의 승인 없이는 사용자가 해고하지 못
함

<날짜 수>
다음의 가정에 따른 추정 날짜 수 : 예고 절차
< < < < < ≥
가 요구되면 6일, 구두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 ≤ 2
10 18 26 35 45 45
로 통지 가능하면 1일, 우편 전달이 요구되면 2
일, 등기가 요구되면 3일
9월 재직

개월 수

0

≤ ≤ ≤ < < ≥
0.4 0.8 1.2 1.6 2 2

4년 재직

개월 수

0

≤ ≤ < < < ≥
0.75 1.25 2 2.5 3.5 3.5

20년 재직

개월 수

<1

9월 재직

개월 수

0

≤ ≤ ≤ ≤ < ≥
0.5 1 1.75 2.5 3 3

4년 재직

개월 수

0

≤ ≤ ≤ ≤ < ≥
0.5 1 2 3 4 4

20년 재직

개월 수

0

≤ ≤ ≤ ≤ ≤ >
3 6 10 12 18 18

≤ <
2.75 5

<
7

< < ≥
9 11 11

고용보호 엄격성에 관한 21개 기초 항목의 계량화(Table A1. Quantifying the 21
basic measures of employment protection strictness)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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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계속
수량적 엄격성 점수의 배당
원래 단위와 간략한 설명

배당점수
0

1

2

3

4

5

6

범위 0-3
0

근로자의 능력이나 일자리의 감소가 해고의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경우

항목 5
해고자의 선택에서 사회적 고려, 연령 또는
1
정당한 혹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범위 (0-3) × 2
부당한 해고
해고에 앞서 해당 근로자가 상이한 일자리
의 정의
2 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재훈련할
것이 요청되는 경우
3

근로자의 능력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개월 수>
정규 계약이 고용보호법령에 완전하게 포함되 ≥
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기 24
간

≥ ≥ ≥ ≥ ≥ <
12 9 5 2.5 1.5 1.5

<개월 임금>
항목 7
20년 근속 시 전형적인 보상으로 소급임금 그
≤
부당해고의 밖의 보상(가령 복직에 갈음하는 장래 일실소
3
보상
득 혹은 심리적 위자료를 위한 것)은 포함하나,
통상적인 해고수당은 제외함

≤ ≤ ≤ ≤ ≤ >
8 12 18 24 30 30

항목 6
수습기간

범위 0-3
항목 8
부당해고
시 복직
가능성

0 복직의 권리나 관행 없음
1 극히 드물게 또는 가끔 복직됨

범위 (0-3) × 2

2 아주 종종(fairly often) 복직됨
3 항상(거의 대부분) 복직됨

항목 9
구제신청
기간

해고
<개월 수>
전에 ≤ ≤ ≤ ≤ ≤ >
해고 통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
효력 1 3 6 9 12 12
간의 최고 한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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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 산정 방식 대분류 2 : 임시고용
원래 단위와 간략한 설명

수량적 엄격성 점수의 배당
배당점수
0
1
2
3
4
5
6

범위 0-3
일 자체가 특정한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것
0 등 ‘객관적인’ 또는 ‘물리적 경우(material
situation)’에만 사용 가능
항목 10
기간제 사 사용자의 필요 상황(새로운 작업의 론칭
용의 합법 1 등) 또는 근로자의 필요 상황(첫 일자리의 6 ― {범위(0-3) × 2}
적 사유
구직 등)에 특별한 예외가 있을 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 예외가 존
2
재할 때
3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때
항목 11
제한 ≥ ≥ ≥
연속하는
횟수
없음 5
4
3
기간제의
최대 횟수
항목 12
제한 ≥ ≥ ≥
연속하는
개월 수
없음 36 30 24
기간제의
기간 한도
범위 0-4
항목 13 0 파견제는 불법
파견제의 1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 가능
6 ― {범위(0-4) × 2}
합법적인 2 객관적 사유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유형 3 일반적 허용, 특별한 예외
4 일반적 허용, 제한 없거나 미미함
항목 14
- - 없음 갱신횟수 있음/없음
제한
항목 15
제한 ≥ ≥ ≥
파견제의 개월 수
없음 36 24 18
기간 한도
범위 0-3
항목 16 0 허가나 신고 의무 없음
파견업에
1 특별한 행정관청의 승인 요구됨
범위(0-3) × 2
승인 등 의
2
주기적인
보고
의무
존재
무
3 승인과 보고 의무 모두 존재
항목 17 범위 0-2
파견 근로 0 평등대우 의무 없음
범위(0-2) × 3
자의 평등 1 임금 또는 근로조건의 평등대우
대우 보장 2 임금과 근로조건의 평등대우

≥
2

≥ <
1.5 1.5

≥
18

≥
12

<
12

있음 -

-

≥
12

>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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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 산정 방식 대분류3 : 집단해고에 대한 추
가 규제
원래 단위와 간략한 설명

수량적 엄격성 점수의 배당
배당점수
0 1 2 3 4 5 6

범위 0-4
0 집단해고에 대한 추가 규제 없음
항목 18
1 50인 이상 해고 특별 규제
집단해고의
범위(0-4) × 6/4
2 20인 이상 해고 특별 규제
정의
3 10인 해고 특별 규제
4 10인 미만 해고 특별 규제
범위 0-2
근로자대표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을 수 있고, 공공직업안정기관
과 같은 행정청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을 수
도 있음. 개별적인 경영해고에 적용되는 요건
항목 19
추가적 통지 의 최고한도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0-2) × 3
통지요건이 있는가에 따라 국가별 점수가 정
의무
해짐
0 추가 요건 없음
1 한 곳(actor)에만 통지하면 될 때
2 한 곳 이상에 통지해야 할 때
항목 20
날짜 수
< < < < < ≥
통지 이전의
0
개별해고 때의 지연에 추가되는 지연
25 30 50 70 90 90
추가적 지연
범위 0-2
추가적인 해고수당 규정이나 사회적 보상계
획(재고용, 재훈련, 전직알선 등)이 의무이거
항목 21
나 관행인가를 살펴봄
기타 특별한
0 추가 요구 없음
범위 (0-2) × 3
사용자의 비
추가적
해고수당
또는
사회적
계획이
요
용
1
구되는 경우
추가적 해고수당 그리고 사회적 계획이
2
요구되는 경우

<표 4-1>～<표 4-3>에 따라 평가된 기본 점수는 종합요약지수(overall
summary indicator)로 변환되어 각 국가의 고용보호입법이 지수로 평가
된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세부 항목(9․16․
17항목)이 들어왔는데, 2008년 조사가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요약지수를 세 가지 Version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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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중치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입법의 Version
Version
1

2
3

내용

제외 대상

대분류 1(정규직 해고)와 대분류 2(임시고용) 항목 9(부당해고 구제신청 기
에 대한 하위 지표들의 무가중치 평균값
간)
항목 16(파견업에 승인 등 의
무)
Version1+집단해고 항목까지 합산한 가중
항목 17(파견 근로자의 평등
치 합계
대우 보장)
21개 항목을 모두 포함시킨 가중치 합계

없음

<표 4-5> 고용보호지수의 가중평균을 위한 항목별 비중
기준

비중

기준

비중

절차상 난
(1/3)
이도
사전통보
및 해고비 (1/3)
정규직
42% 용
개별
(5/12)
해고
해고의 난
(1/3)
이도

기간제 계
(1/2)
약
임시
고용

42%
(5/12)
파견직 근
(1/2)
로

집단
해고

15%(2/12)

비중
Version 1/2 Version3
1) 예고 절차
(1/2)
(1/2)
2) 예고 이전의 지연
(1/2)
(1/2)
9개월 근속
(1/7)
(1/7)
3) 근속기간별
4년 근속
(1/7)
(1/7)
예고기간
20년 근속
(1/7)
(1/7)
9개월 근속
(4/21)
(4/21)
4) 근속기간별
4년 근속
(4/21)
(4/21)
해고수당
20년 근속
(4/21)
(4/21)
5) 부당해고의 정의
(1/4)
(1/5)
6) 수습기간
(1/4)
(1/5)
7) 보상
(1/4)
(1/5)
8) 복직
(1/4)
(1/5)
9) 구제신청기간
(1/5)
10) 기간제 사용 사유
(1/2)
(1/2)
11) 연속 계약 횟수
(1/4)
(1/4)
12) 기간제 계약 최대 허용
(1/4)
(1/4)
기간
13) 파견직 허용 범위
(1/2)
(1/3)
14) 갱신 횟수 제한
(1/4)
(1/6)
15) 파견직 최장 허용기간
(1/4)
(1/6)
16) 승인과 신고
(1/6)
17) 평등대우
(1/4)
18) 집단해고의 정의
(1/4)
(1/4)
19) 추가 예고 조항
(1/4)
(1/4)
20) 추가적 지연
(1/4)
(1/4)
21) 기타 사용자 부담 비용
(1/4)
(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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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조사에서는 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①
고용보호입법이 특정 규모 미만의 업체에 적용되는지 여부(적용제외 관
련), ② 단체협약 등을 통한 추가적인 고용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③
해고 등에 있어서 사법제도의 역할, 감독당국의 감독 능력 등에 관한 사
항이 고용보호지수에 반영되었다.31)

3.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 중 고용지수
가. 기업활동평가의 개요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각국에서 사업에 관한 제반 환경을 조사한 연
례보고서 기업활동평가(Doing Business)를 발간하여 왔다. 기업활동평가
는 각 국가별 사업에 관한 제반 환경을 10개 지수 지표로 구분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파악한 후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 기업활동평가는 ① 창업(Starting Business), ② 건축 관련 인허
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③ 파산 해결(Resolving Insolvency),
④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⑤ 자금 조달(Getting Credit), ⑥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⑦ 세금납부(Paying taxes), ⑧ 국제
교역(Trading across Borders), ⑨ 채권회수(Enforcing Contracts), ⑩ 고
용․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Employment and Redundancy : 이하 고용
지수)에 관한 국가별 순위와 종합 평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지수 지
표들은 2008년까지 유지되었다.32)
그러나 2009년 보고서에서는 고용․근로시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고의 경직성 및 비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지수가 각 국가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노동유연

31) 그렇지만 고용보호입법이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순위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의 비용을 계산
하여 고용보호지수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장신철, 앞의 글, p.43).
32) 2008년 보고서라 함은 2008년에 발간된 보고서로 Doing Business 2009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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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압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
지수를 제외한 9개 분야만을 취합하고 순위를 평가하였다.33) 2010년 보
고서부터는 고용지수 대신 ‘전력 공급(Getting Electricity)’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고용지수에 관한 사항은 부록으로 구성하여, 순위
화시키지 않고 각 국가의 조사 결과만을 발표하고 있다.
나. 기업활동평가 중 고용지수 산정 방식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되었던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수는 채용,
근로시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고용 경직성(Rigidity)을 지
수화한 것으로, 제도의 존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가 비교적 객
관적인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활동평가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전문
가 집단(회계법인, 로펌 등)에 대한 설문조사(Survey)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34)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표 46>과 같다.35)
<표 4-6> 기업활동평가의 고용경직성 산정 방식
세부 항목

채용
장벽

점수의 배당
0

1

기간제 근로의 사유제한 여부

사유제한 사유 제한
無
有

기간제의 최대 기간

3년 미만=1/3～5년=0.5/
5년 이상=0

최저임금/임금평균치

0.75 이상=1/0.5～0.75
=0.67/0.25～0.5=0.33/
0.25미만=0

33) World Bank(2012), Employing worker, WB Work Papers, p.2.
34) Janine Berg and Sandrine Cazes(2007), “The Doing Business Indicators:
Measurement issu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p.3.
35) World Bank(2007), Methodology for Employing Workers-Doing Business 200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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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의 계속
세부 항목

점수의 배당
0

매년 2개월 이상 주당 50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
불가능
여부(연장근로 포함)

근로시
주당 최대 근로일수
간 경
야간근로 제한
직성
주말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일

5.5일 이상
제한 無
제한 無
21일 이하

1
가능
5.5일 미만
제한 有
제한 有
21일 초과

경영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권리 有
수 있는 사용자의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권리 無

경영상 이유로 개별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제3자에 대
미부담
한 통지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부담

경영상 이유로 개별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제3자의 승 승인 불필 승인 필요
인이 필요한지
요
(=2)
경영상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에 앞서 제3자에 대한
미부담
부담
해고
통지 및 협의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경직성
경영상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에 앞서 사용자는 제3 승인 불필
승인 필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앞서 근로자에
미부담
대한 재훈련 또는 재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해고
비용

부담

선임권 원칙(priority rules)이 경영상 해고에 적용되
미적용
적용
는지 여부
선임권 원칙이 재고용에 적용되는지 여부
미적용
적용
20년 근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기간
주급 기준으로 표시
20년 근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수당
주급 기준으로 표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퇴직보상금
주급 기준으로 표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되었던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수는 <표
4-6>의 산정 방식에 따라 대분류에 속하는 채용 장벽(3개 항목), 근로시
간 경직성(5개 항목), 해고 경직성(8개 항목)은 평균값 × 100으로 산정하
여 0∼100까지로 지수화하며, 해고비용(3개 항목)은 각각 항목에 대한 합
산을 그대로 지수화한다.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수는 이 네 가지 대분류
에 대한 평균값으로 도출되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고용 경직성이 낮은(고
용유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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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기업활동평가 고용부문에 대한 2011년 한국 조사 결과
고용 경직성 정도
응답
고용상 장애
계약 갱신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관계의 최대 누적 기간(개월)
24
상시업무에 기간제 계약이 금지되는지 여부
No
최저임금/임금 평균치
0.244
근로시간 조정의 경직성
생산에 따른 계절적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이 매년 2개월 이상 주당
Yes
50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연장근로 포함)
야간근로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Yes
주말근로(weekly holiday)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No
법률상 최대 가능한 주당 근로일수
6
제조업에서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근로자의 법정연차휴일
9
경영상 해고 등 절차
경영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법
Yes
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사용자가
Yes
부담하는지 여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제3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No
집단적 해고에 앞서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협의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
Yes
는지 여부
집단해고에 앞서 사용자는 제3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No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 또는 재
No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선임권 원칙(priority rules)이 경영상 해고 또는 강제 휴직(lay-off)에 적
No
용되는지 여부
선임권 원칙이 재고용에 적용되는지 여부
Yes
경영상 해고 등 비용(단위 : 개월)
계속근로 20년 이상의 경우 경영상 해고 통지 기간
4.3
계속근로 20년 이상의 경영상 해고에 대한 제재(penalty)
0
9개월 이상 계속근로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법적 강제된 통지 기간
4.3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법적 강제된 통지 기간
4.3
5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법적 강제된 통지 기간
4.3
9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법적 강제된 통지 기간
4.3
계속근로 9개월에 대한 경영상 해고 시 퇴직보상금(severance pay)
0
계속근로 1년에 대한 경영상 해고 시 퇴직보상금
4.3
계속근로 1년에 대한 경영상 해고 시 퇴직보상금
21.7
계속근로 10년에 대한 경영상 해고 시 퇴직보상금
43.3
계속근로 20년 이상의 경우 경영상 해고에 대한 퇴직보상금
86.7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 shee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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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수는 제도의 유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
에서 중립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제도의 비용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는 매년
반복하여 국제노동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상위 순위에 랭크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용 경직성 지표 중 적어도 해고 비용에 관
한 지수들은 ILO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수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
나, 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36)
또한 세계은행 지표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국내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기업활동평가는 그 계산과정이 제도의 유무에 집중되어 있어서 해고 비
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별 지표들에 대한 독립적인 제도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예컨대 국내법에서 연장근로의 범위, 야간․휴일근로의
제한의 내용 등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평가 고용지수는 이를 반
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수 중 해고 비
용의 항목들은 실질적인 해고 비용 측정에 유용하지 못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09년 기업활동평가보고서는 고용지수를 제
외한 9개 분야만을 취합하여 순위를 평가하였으며, 이후 보고서들에서는
고용지수에 관한 설문 결과를 부록(Annex) : 사실 관계 자료(fact sheet)
에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 4-7>은 최근 발표된 2011년 보고서
에서 한국의 고용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4. IMD의 세계경쟁력연감과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와 IMD의 세계경쟁력연감은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용보호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들 자료에서는 고용보호지수가 독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
관련 통계(고용률과 실업률, 근로시간과 임금 등)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6) 옥우석․강창희(2009),「노동시장제도 평가지표의 의미-국제평가기관 지수들을
중심으로」,『비교경제연구』16(2), 한국비교경제학회, p.68 각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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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IMD는 1989년부터 매년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해 왔는데, IMD에서
개발한 지표들에 대한 각국별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측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경쟁력연감에서 국가경쟁력 개념
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
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
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부의 창출이 기본적으로 기업수준에서 발
생한다는 것을 가정한다.37) 세계경쟁력연감의 통계 지표는 IMD가 직접
조사하거나 세계 각지의 자매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설문조사는 기본적
으로 경영자 또는 경영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38)
<표 4-8> 세계경쟁력연감의 고용 관련 지표
하위 지표
고용률
실업률
전년도 인플레
거시경제안정
고용규칙

내용

조사
방식

전체 인구 중 고용된 비율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전체 노동력 중 공식적으로 기록된 실업률이 낮을수록 순 통계
위 높음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을수록 순위 높음
다음 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가 아니면 성장이 예상되는
가, 성장예측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회사가 과도한 추가비용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추
가노동을 시킬 수 있을수록 순위 높음

과학자와 엔지니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활용이 용이할수록 순위 높음
설문
어의 활용성
조사
교육기회의 형평 부자와 가난한 가정의 아이 사이에 교육기회의 차별이 적
성
을수록 순위 높음
노사관계 협력성 노사간 협력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순위 높음
모성보호법이 여성 모성보호법이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위 낮음
자료 : 김동원(2006),『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기준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표
3-5>를 바탕으로 재구성.
37) 김동원(2006),『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기준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p.70.
38) 한국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자매기관이다. 한국경제
연구원은 통계자료 제공, 설문조사대상자 추가 선정 등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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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의 계속
하위 지표

내용

조사
방식

민간부문 여성 고 민간부문 여성 고용이 남성보다 덜 중요한 아니면 동등한
용
직무에서 발생하는가/동등할수록 순위 높음
법적 최저임금의 강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 적용이 강제적일수록 순위 높음
제성
보수와 생산성
보수가 생산성과 연동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순위 높음
빈곤/불평등 축소
빈곤과 소득불평등 감소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효과적일
에 관한 정부 효
수록 순위 높음
과성
생산성에 대한 노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가 아니면 기여하는가/기여
조의 기여
할수록 순위 높음
소수 그룹 고용이 다른 그룹보다 덜 중요한 아니면 동등
소수 그룹의 고용
한 직무에서 발생하는가/동등한 직무에서 발생할수록 순위
(경제활동 참가)
높음
외국인 노동력 고용
외국인 노동력 고용이 용이할수록 순위 높음
의 용이성(서베이)
육아시설 이용성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시설이 제한적인가 충분한가/충분할
수록 순위 높음

육아 휴직 법안

설문
육아 휴직 관련 정부정책이 충분하고 직장복귀를 촉진할
조사
수록 순위 높음

의료혜택의 형평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혜택 기회의 차별이 적을수
록 순위 높음

현금 보상이 봉급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상여
인센티브 보상의 정
금, 스톡옵션 등 전체 보상에서의 비중이 높은가/다양한
도
형태의 보상 비중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임금 결정의 유연 임금이 중앙집중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개별 기업
성
에서 이루어지는가/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질수록 순위 높음
작업장에서 여성의 유사한 작업을 하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가 아니
임금 형평성
면 남성과 비슷한가/남성과 비슷할수록 순위 높음
전문연구기관과 훈 전문연구기관과 훈련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용 가
련 서비스의 활용성 능할수록 순위 높음
종업원 훈련 정도

인적자원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높을
수록 순위 높음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채용이 규제되는가 아니면 사용자
채용과 해고 관행 가 유연하게 결정하는가/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유연성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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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쟁력연감 지표는 국가 환경을 4개의 경쟁력 범주(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로 나누고, 이들 범주를 다시 5개의 하위 범
주로 구분해 총 20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이 20개 범주에는 총 300
개 이상의 세부 지표가 포함되는데, 20개의 범주는 세부 지표의 수에 관
계없이 가중치가 모두 5%로 동일하게 설정된다. 평가항목 중 3분의 2는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의 통계자료에 기초하는 것이며, 3분의 1은 각국의
최고경영진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39)
세계경쟁력연감의 지표는 고용보호지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경영
관련입법(대분류 2) 및 경영효율성(대분류 3)의 항목 중 일부가 고용보호
지수로 활용될 뿐이다. 그 세부 평가 방식 및 내용은 <표 4-8>과 같다.
나.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는 본래 IMD와 공동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양자 간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상의 이견으로 인해 1996년부
터 별도로 작성되고 있다. IMD의 세계경쟁력연감에서 국가경쟁력 개념
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는 국가경쟁력 개념을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
과 그러한 생산성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요인, 정책, 제도들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40)
WEF가 평가하는 국가는 1996년 49개국에서 2012년 현재 144개국으로
증가하였는데, 성장경쟁력 평가에서는 조사대상국을 기술능력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해 평가범주의 각 평가 지표들의 가
중치를 달리해 평가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종 단계인 혁
신주도형 국가(Innovation-driven country) 35개국에 포함된다. WEF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성장경쟁력과
39) 세계경쟁력연감의 세부 지표의 상세 내역은 https://www.imd.org/research/publications/
wcy/index.cfm 참조.
40) WEF(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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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국제경쟁력보고서의 고용 관련 지표
세부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
증가율
고용증가율
공공부문 고용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노동쟁의

설명

조사
방식

총인구 중 노동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총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고용증가율 추정치가 높을수록 순위 높음
전체 고용인원 중 고용비중이 낮을수록 순위 높음
피용자 1인당 시간당 GDP(높을수록 순위 높음)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길수록 순위 높음
연간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낮을수록 순위 높음)
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보수(부가급여 포함)(낮을수
보수수준
록 순위 높음)
성별 소득비중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실업률
노동력 중 비율이 낮을수록 순위 높음
통계
자료
여성 노동력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노동력 비율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외국인 노동력 총 노동력 중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인플레율
인플레 증가율이 낮을수록 순위 높음(참고자료)
장기실업률
노동력 중 비율이 낮을수록 순위 높음
제조업부문
단위노동비용 전년 대비 변화율로 낮을수록 순위 높음
24세 미만 실업이 총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청년실업
순위 높음
총생산성
피용자 1인당 GDP(높을수록 순위 높음)
총생산성 증가 피용자 1인당 실질 GDP 증가율(높을수록 순위 높음)
취업률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순위 높음
파트타임 고용 총고용 중 파트타임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기업가치
기업가치가 종업원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할수록 순위 높음
노동규제(고용/해고관행, 최저임금)가 유연할수록/기업활동
노동규제
을 저해하지 않을수록 순위 높음
종업원이 기업목표를 자신의 목표와 동일시하는 정도(동일
노동자 동기부여 시할수록 순위 높음)
노사관계가 적대적인가 아니면 생산적인가(생산적일수록 순
노사관계
위 높음)
보건, 안전, 환경 경영자가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순위 높음 설문
조사
숙련노동력
숙련노동자를 활용하기 쉬울수록 순위 높음
실업
관련
법안이
취업의사를
촉진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실업 관련 법안 순위 높음
유자격 기술자 유자격 기술자(qualified engineers)가 충분할수록 순위 높음
이민법안
이민법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저해하지 않을수록 순위 높음
종업원 훈련
기업에서 종업원 훈련을 우선시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순위 높음
인종, 성, 가정적 배경이 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차별
수록 순위 높음
자료 : 김동원(2006),『우리나라 노사관계평가기준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표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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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임금을 지불하고도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하는 자본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이원적인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41)
국계경쟁력보고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적 변수(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 항목은 정량
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로 법 제도의 평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경쟁력보고서는 국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효한 자원을 사용하
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 ① 사회제도, ② 사회간접자본, ③ 거시경제
지표, ④ 시장 효율성, ⑤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와 중장기의 경제 번
영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경쟁력보고서에서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된 지표는
시장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의 고등교육 훈련(중분류 5)과 노동시
장 효율성(중분류 7)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4-9>와 같다.

5. 각 고용보호지수의 특징
이와 같이 고용보호지수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
으나, 국제기구별로 고용보호지수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경제협력개발
기구는 고용보호지수만을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EPL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 세계경쟁력연감과 국제경쟁력보고서는 고용 관련 조사의 일
환에서 고용보호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 및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는 그 중간 단계로서, 총 10개 지표 중에
서 고용보호입법에 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세계경쟁
력연감과 국제경쟁력보고서는 고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
로서, 비교적 단순한 제도 유무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에 대한
주관적 조사로서 그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2004년

41) WEF(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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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국제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 회
원국 중 12번째로 사용자의 고용․해고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반면 동일한 연도의 세계경쟁력연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
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 회원국 중 25위로, 노동시장 규제가 매우
심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유사
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WEF와 IMD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하여 매우 상반된 평가 결과를 내리고 있어서, 주관적 조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42)
<표 4-10> 국제기관들의 고용보호지수의 비교
EPL 분석
주관기관

기업활동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고용담당 정부
데이터 수집 당국자에 대한
서면 질의
데이터의 성
제도 분석
격

세계경쟁력연감

국제경쟁력
보고서

IMD

WEF

통계자료

통계자료

국내외 전문가 서 GDP 규모에 따 경영자를 대상으로
면 질의
른 경영기관 및 한 설문조사 (대기
경영자 설문조사 업/중소기업 구분)
제도 분석

제도 및 통계 분 통계 분석(부수적
석
인 제도 분석)

평가 목적 고용 유연화 측정 기업에 대한 규제 기업 경쟁력

성장 경쟁력

평가 국가
(2008년 기 30
준)

183

55

144

세부 지표 수 -

-

254

노동분야 항
목(제도/통 21
계)

19

33(20/13)

12(4/8)

순위결정상 버전에 따른 차등 모든 세부 항목에 설문조사 문항별 발전 단계별 상이
의 특성
적인 가중치 부여 동일한 가중치 적용 가중치 적용
한 가중치 적용
자료 : 옥우석․강창희(2009), <표 4-6>을 바탕으로 재구성.

42) 이인재․이연정(2005),「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노동리뷰』1 (3), 한
국노동연구원,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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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를 중심으로

<표 4-11>∼<표 4-14>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고용보호지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호지수는 1998년, 2003년, 2008년 조사되었
는데, 1998, 2003년 기준 조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가 불참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에 대
한 고용보호지수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고용 유연성은 임의고용의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
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들의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43)
<표 4-11>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을 보여주
고 있다. 표를 보면,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
들에 비교적 높은 고용보호입법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 영
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들과 일부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입법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 고용보호입법이 중위권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지수상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1998년-2.4, 2003
년-2.4, 2008년-2.29).44)
43) <표 4-11>∼<표 4-14>의 고용보호지수 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http://www.OECD.org/employment/employ
mentpoliciesanddata/OECDindicatorsofemploymentprotection.htm).
44) 1998년 조사 당시 퇴직금을 해고수당(severance pay)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정
규직 유연성은 26위로 평가되었는데, 2003년 조사부터는 한국 정부의 주장(① 퇴
직금을 해고수당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라는 점,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법정화된 60일 이전에 근로자 측에 대한 통보기간이 실무적으로 완화되어 받아들
여지고 있다는 점(40일), ③ 기간제 고용의 반복허용 횟수(5회 이상))이 받아들여
져서 데이터가 수정되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98년 조사에 대해서도 수
정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수정되기 전 데이터에 따르면 정규고용은 26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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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 정규직
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룩셈부르크
터키

정규고용 보호지수와 순위
1998년
2003년
2008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0.2
1
0.2
1
0.56
1
1.3
4
1.3
4
1.17
2
0.9
2
1.1
2
1.17
2
1.4
5
1.7
8
1.54
7
1.5
6
1.5
3
1.37
5
1.6
8
1.6
7
1.67
8
2.4
18
2.4
16
2.05
13
1.2
3
1.2
3
1.19
4
1.5
6
1.5
5
1.53
6
2.9
24
2.9
24
2.72
26
1.9
11
1.9
11
1.82
10
2.12
14
2.4
18
2.4
16
2.29
19
2.5
20
3.5
27
2.45
22
3.1
26
3.1
25
2.73
27
2.3
13
2.2
12
2.38
20
3.3
27
3.3
28
3.00
29
2.9
24
2.4
16
2.19
15
2.2
12
2.2
12
2.01
12
1.8
10
1.8
10
1.69
9
1.7
9
1.7
8
1.94
11
2.7
23
2.7
23
2.85
28
2.3
13
2.3
14
2.20
16
4.3
28
4.3
28
3.51
30
2.3
13
2.4
16
2.28
18
2.3
13
2.5
20
2.60
24
2.6
21
2.6
21
2.38
20
2.3
13
2.3
14
2.25
17
2.68
25
2.6
21
2.6
21
2.48
23

<표 4-12>는 임시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임시고용에 대한 엄격성은 터키, 멕시코 등과 남유럽국가(이
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규
직 고용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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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표 4-1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 임시고용
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룩셈부르크
터키

임시고용 보호지수와 순위
1998년
2003년
2008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0.3
1
0.3
1
0.33
3
0.3
1
0.3
1
0.22
1
0.3
1
0.4
3
0.29
2
0.4
5
1.3
11
1.08
7
0.9
9
0.9
7
0.79
6
0.3
1
0.6
6
0.71
4
1.6
15
1.3
11
1.50
10
1.1
10
2.4
16
1.50
10
1.4
13
1.1
8
1.79
14
1.6
15
1.6
16
0.71
4
0.6
7
1.1
8
2.08
16
1.54
12
1.7
17
1.7
17
2.08
16
1.1
10
0.4
3
1.17
8
1.2
12
1.2
10
1.42
9
1.9
18
1.9
19
2.17
18
0.5
6
0.5
5
1.71
13
1.5
14
1.5
15
2.29
19
0.8
8
1.3
11
2.33
20
3.6
24
2.1
20
2.54
21
2.6
20
2.6
21
2.67
23
2.3
19
1.8
18
1.96
15
3.1
22
2.9
23
3.00
24
3.0
21
2.8
22
2.54
21
4.8
27
3.3
24
3.54
25
3.6
24
3.6
28
3.75
26
3.3
23
3.5
25
3.83
27
4.0
26
40
27
4.00
29
3.92
28
4.9
28
4.9
28
4.8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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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 집단해고
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룩셈부르크
터키

집단해고 지수와 순위
1998년
2003년
2008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2.9
9
2.9
10
2.88
11
2.9
9
2.9
10
2.63
10
2.9
9
2.9
10
2.88
11
0.4
1
0.4
1
0.38
1
2.9
9
2.9
10
2.88
11
2.4
7
2.4
6
2.38
7
1.5
2
1.5
2
1.50
2
3.9
22
3.9
23
3.88
27
3.9
22
3.9
23
3.13
17
4.5
27
4.5
27
3.75
23
2.9
9
2.9
10
2.88
11
3.50
21
1.9
4
1.9
3
1.88
3
4.0
24
2.5
8
3.75
23
3.0
15
3.0
16
3.00
16
2.6
8
2.6
9
2.38
7
2.1
5
2.1
4
2.13
5
3.3
17
3.3
18
3.25
19
4.1
25
4.1
25
3.63
22
4.9
28
4.9
28
4.88
30
4.1
25
4.1
25
4.13
29
3.5
19
3.8
21
3.75
23
2.9
9
2.9
10
2.88
11
3.6
20
3.6
20
1.88
3
3.3
17
3.3
18
3.25
19
2.1
5
2.1
4
2.13
5
3.1
16
3.1
17
3.13
17
3.8
21
3.8
21
3.75
23
3.88
27
1.6
3
2.4
8
2.38
7

<표 4-13>은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
다. 집단해고에 대한 엄격성은 뉴질랜드, 일본, 한국, 포르투갈, 프랑스,
체코 등이 낮은 편이고.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높은 편이다.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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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은 다른 지수에서 엄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집단해고에서 유연한 반면, 다른 지수에서 엄격성이 낮은 스위스 등
은 집단해고가 경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해
고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1998년-1.9, 2003년-1.9, 2008년-1.88), 이
영역의 지수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
인다.45)
<표 4-11>∼<표 4-14>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정
도는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법체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존중하여 방임주의를 취하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호입법 지수가 낮으며, 공공복리에 입각한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고용보호입법 지수가 상대적으
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를 일반화시킨다면 노동시장에
의 규제 정도는 영미법계→북유럽(스칸디나비아)법계→독일법계→프랑
스법계 국가의 순으로 그 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46)
추세적으로 살펴본다면, 1998∼2008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의 고용보호는 완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경우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 변화가 주로 관찰된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을 제
외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의 큰 변화
는 관찰되지 않는다. 일본,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관찰되며, 특히 스웨덴, 이탈리아의 규제완화 폭
이 크다.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국가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규제가 상당히 낮은 국가들의 경우이다. 집단해고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의 규제완화 외에 대부분 변화가 없다. 결국 전체 고용보호입법
지수의 변화는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5) 한국의 1998∼2008년 Version 1 평균 순위는 14.6위이지만, Version 2 평균 순위
는 12.6위, Version 3 평균 순위는 13위이다. 집단해고 지수가 포함되지 않는
Version 1 평균 (유연성) 순위가 집단해고 지수가 포함되는 Version 2와 Version
3보다 낮게 나타난다.
46) 김재훈, 앞의 글,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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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입법의 유연성 : 종합지수

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룩셈부르크
터키

1998년
지수 순위
0.2 1
0.8 3
0.6 2
0.9 4
1.2 7
0.9 4
2.0 13
1.1 6
1.4 9
2.2 17
1.3 8
- 2.0 13
1.8 11
2.1 15
2.1 15
1.9 12
2.2 17
1.5 10
2.7 21
2.2 17
2.5 20
2.7 21
3.7 27
3.5 26
3.0 24
2.9 22
3.1 25
- 3.8 28

Version 1
2003년
지수 순위
0.2 1
0.8 3
0.7 2
1.5 8
1.2 6
1.1 4
1.3 11
1.1 4
1.4 7
2.2 19
1.5 8
- 2.0 16
1.9 12
2.1 18
2 16
1.9 12
1.9 12
1.7 10
1.9 12
2.2 19
2.2 19
2.6 22
3.5 27
2.8 23
3 24
3.1 25
3.1 25
- 3.7 28

고용보호입법 지수와 순위
Version 2
2008년
1998년
2003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0.21 1 0.7 1 0.7 1
0.75 2 1.1 4 1.1 2
0.72 2 1.0 3 1.1 2
1.40 8 0.8 2 1.3 4
1.15 6 1.5 6 1.5 6
1.11 4 1.2 5 1.3 4
1.43 9 1.9 10 1.8 9
1.14 5 1.6 8 1.6 7
1.50 11 1.8 9 1.8 9
1.87 13 2.6 19 2.6 21
1.65 12 1.5 6 1.7 8
1.18 7 - - - 1.90 15 2.0 13 2.0 12
1.44 10 2.2 14 2.0 12
1.95 18 2.3 16 2.3 17
1.96 19 2.2 14 2.1 14
1.96 19 1.9 10 1.9 11
1.93 17 2.4 17 2.2 16
1.90 15 1.9 10 2.1 14
1.89 14 3.1 24 2.4 18
2.18 22 2.5 18 2.5 19
2.12 21 2.6 19 2.5 19
2.69 23 2.6 19 2.6 21
2.88 25 3.7 28 3.5 27
2.73 24 3.5 27 2.9 23
3.05 27 2.8 22 2.9 23
2.98 26 3.0 23 3.1 25
3.13 28 3.2 25 3.2 26
3.25 29 - - - 3.72 30 3.4 26 3.5 27

2008년
지수 순위
0.65 1
1.06 2
1.10 3
1.23 4
1.43 6
1.32 5
1.45 7
1.60 9
1.77 10
2.18 18
1.85 12
1.56 8
1.90 13
1.82 11
2.13 16
2.03 15
1.99 14
2.15 17
2.19 19
2.39 20
2.50 22
2.39 21
2.72 24
2.71 23
2.81 25
2.89 26
3.01 27
3.23 28
3.35 29
3.49 30

Version 3
2008년
지수 순위
0.85 1
1.02 2
1.09 3
1.16 4
1.38 5
1.39 6
1.73 7
1.77 8
1.91 9
2.06 10
2.11 11
2.11 11
2.13 13
2.13 13
2.23 15
2.29 16
2.32 17
2.41 18
2.41 18
2.58 20
2.61 21
2.63 22
2.65 23
2.84 24
2.97 25
3.00 26
3.11 27
3.23 28
3.39 29
3.4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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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고용보호지수에 대한 비판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연구하는 고용보호지수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지표화하여 수치화하
고 있는데, 이들 고용보호지수가 과연 각 국가의 규범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보호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만약 고용보호지수가 해당 국가의 고용보호 정
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호
지수의 영향에 관한 논의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고용보호지수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실제 노동정책 결정에 적
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고용보호입법의 ‘지수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예컨대 2007년 11월 ILO의 제300차 이사회에서는 세
계은행 기업활동평가의 고용부문 지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였다.47) ① 기업활동평가의 고용부문 지표는 투자환경이나 노동시
장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② 지표화 과정에서 심각한
방법론적․기술적 문제가 있다. ③ 기업활동평가의 고용부문 지표는 사회
보호를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 결과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노동시장정책의 기본
적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 ④ 노동시장 규제가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고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없다. ⑤ 기업활동평가의 고용부문 지표는 국제노동기준과 모순적
이다. ⑥ 기업활동평가의 고용부문 지수가 개별 국가의 노동법 개혁 근거
로 사용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48)
이하에서는 고용보호지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47) 이상헌(2008),「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국제노동브
리프』6(8), 한국노동연구원, p.33.
48) 한편,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세계은행은 2010년 보고서부터 고용에 관한 사항은
부록으로 구성하고, 수치화 및 순위화시키지 않는 사실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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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용보호입법의 지수화에 대한 비판은 크게 기준에 대한 비판과 방
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용보호지수의 기준에 대한 비판
우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은행의 고용보호지수에 사용된
기준들이 적합한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세계은행의 노동시간 경직성 지
표 중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야간노동에 관한 규제)를 살펴보면, 이는 근
로시간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노동기준
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세계은행의 고용보호지수에서는 이를 ‘경직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해고예고기간 및 수당, 해고의 정당한 사유, 기간제 및 파견근로의 제한
과 평등대우 원칙, 집단적 해고의 통지, 연차휴가일수 등과 같은 지수 지
표들 역시 국제노동기준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호지수에서는 이러한 요인
들이 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본다. 이처럼 국제노
동기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별 국가의 노동기준을 저하시키는 근거
가 될 뿐만 아니라, 고용보호에 대해 민법적 접근(civil law)을 하는 국가
들에게 우호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살펴
보면, 고용보호가 강한 대륙계 유럽국가들(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과
라틴계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하위 그룹을 형성
하고 있는 반면, 기본적으로 시장 방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미법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고용보호지수는 국제노동기준
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에 편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 기업활동평가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나 아이티 같이 정상적인 고용관계법령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지수
상 핀란드나 네덜란드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
하기도 한다.49)
또한 노동시장의 실질적 유연성은 고용법령 이외에도 노동시장을 움직

49) 이상헌, 앞의 글,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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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양한 노사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한 근
로조건 결정 규범이 존재하는 근로조건의 영역에서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지수화는 한계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고용보호 수준을 반영함과 동시에 적용제외 범위, 사법
제도 및 노동감독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세계은행 역시 기업활동평가의
고용지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법령적 요건들은 본질
적으로 수량화되어 평가되기 힘든 요인들이다.
그리고 각 국가의 현실에서 동일한 고용보호법령이라 하더라도 그 실
질적인 의의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국가의 입법체계에서 단
순히 고용과 해고(hiring and firing)에 관한 규제를 고용보호입법으로 가
정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법적․정책적 체계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노사
공동기금 및 정부지원금에 의한 실업보험제도하에서 70∼90%의 임금을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로 수령할 수 있는 덴마크와 경험료율(experience
rating)에 따른 근로소득세상 가산금을 바탕으로 하는(재정 자립도가 낮
은) 실업보험제도하에서 임금의 40% 이하를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로
수령할 수 있는 미국에서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50)

2. 고용보호지수의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
고용보호지수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는 크게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
식인 설문 방식이 각 국가의 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고용보호입법의 적용 범위 및 집행력 등의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호지수를 위한 각국의 자료들은 제도적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제도의 객관성을 수치화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식
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당 국가의 고용보호입법을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와 세계은행의 기업
50) Simeon Djankov and Andrei Shleifer(2008), “The Regulation of Labor,” WB
working Papers,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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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문제되었던 해고 비용에 관한 질문을 살펴보면,
‘20년 재직 후 잉여인력 발생으로 인해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
고수당은 얼마인가?(What is the severance pay for redundancy dismissal
after years of employment?)’로 주어져 있다. 이 질문의 암묵적인 가정은
20년 재직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모든 국
가에서 0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 이직이든 해고
에 의한 이직이든 관계없이, 직장을 떠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한 1개월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도록 정해
져 있었다. 즉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 ‘20년 재직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
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0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재직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인가?(What
is the pay for voluntary quit after 20 years of employmet?)’라는 질문이
부가되어야 해고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해고수당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51)
한편 각국의 고용보호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범위(법정화된 적
용 범위 및 이행 수단)와 실질적인 강제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고용보호입법의 경우 적용 범위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많고(적
용제외 규정), 단체협약 등을 통한 더 우월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하
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① 고용보호입법이 특정 규모 미만의
업체에 적용되는지 여부(적용제외 관련), ② 단체협약 등을 통한 추가적
인 고용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③ 해고 등에 있어서 사법제도의 역할,
감독당국의 감독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이 고용보호지수에 반영되도록 하
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개별 국가의 소명에 의존하기 때문
에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51) 옥우석․강창희, 앞의 글, p.71 이하의 기업활동평가 2009에서 각국의 해고수당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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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사실 고용보호지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기관을 통한 지수 자료들
(index data)은 하나의 경향을 나타내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를 바탕으
로 한 사회․경제적 효과 역시 하나의 영역, 특히 경제학적 영역에서 논
의되고 있는 참고자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시장주의에 근간을 둔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유연성을 중시
하면서, 고용보호지수를 노동법제 변화의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호지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기관
들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삼성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와 IMD의 세계경쟁력연
감의 내용과 관련하여 2008년 기준으로 1년 동안 국내 언론에 보도된 국
가경쟁력 순위 관련 기사는 총 308건(보도기사 274건, 사설 34건)인 반면,
미국의 경우 대표 언론들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
며, 영국 BBC의 경우 2004～07년간 매년 1회씩 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와 대륙별 비교만 간단하게 보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
지수 순위 발표를 국가경쟁력 그 자체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가경쟁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키워야 할 과제임에도 불
구하고 한두 해의 순위 변동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의 침체나 도약으로 해
석하는 위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52)
2008년 아이슬란드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
수 자료들은 참고자료일 뿐이며,53) 한 국가 제도의 본질적 모습을 정확하
52) 삼성경제연구원(2008),「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CEO information』제682호,
p.9 이하.
53) WEF는 아이슬란드의 국가경쟁력을 2007년 23위에서 2008년 20위로 상승한 것으
로 평가했으나 2008년 후반기에 아이슬란드는 국가부도의 위기로 20억 달러에 상
당하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WEF의 국제경쟁력보고
서는 아이슬란드가 저축률(120위), 금리스프레드(102위) 등 거시경제 안정성이 취
약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신기술 보급(1위)과 광대역 인터넷(3위) 등 높은 점
수를 받은 항목을 중심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희석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이
다. WEF보다 늦게 보고서를 발간하는 IMD는 2008년 경쟁력 순위 7위(유럽에서
는 3위)에 올라 있던 아이슬란드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08년에는 평가대상에서

132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
의 고용지표들의 변화, 즉 지수화 대신 설문조사에 대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변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의 주안점이 노사관계의 일방 당사
자인 사용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보호입법 평가를 통한 노동유연성 판단이 발생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후 고용보호입법의 실질적인 모습을 반영하기
힘든 지수화라는 방식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54) 결론적으로 고용보호지
수는 고용보호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연구들의 전제 요건인 ‘고용보
호지수가 각국의 고용보호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용정책에 있어 기초자료로 삼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외시켰다(삼성경제연구원, 앞의 글, p.4).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고용보호지수 분석을 담당하는 고용노
동사회국은 앞으로도 5년 정도의 주기로 고용보호지수를 갱신하여 발표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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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의 실제 : OECD 고용보호지수를 중
심으로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이 글의 목적은 OECD가 그동안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보호지수(employ
ment protection indicator)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여기
서 정확성이란 OECD가 고용보호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우리 노
동법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가 올바른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적정성이란
고용보호지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 각국의 고용보호법제 또는
고용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질문, 즉 “1997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는 어떻게 변화하였
고, 또 그 변화는 실제의 고용보호로 연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실 이 질문은 두 가지 상반된 의도를 반영한다.
하나는 질문을 그대로 읽을 때의 의도, 즉 “고용보호법제의 변화가 과연
입법자의 의도대로 현실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질문을 비틀어 읽을 때의 의도, 즉 “고용보호법제의 변화로 고용보호
의 수준과 정도를 가늠해 본다는 것, 나아가 이를 계량화하여 국가들 사
이에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또 적절한 일인지”를 알아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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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용보호법제(EPL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란 고용보호
에 관한 한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말한다. OECD는 1999년부터 회원국들의
고용보호의 엄격성 정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고용보호지수로 계량화
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고용보호지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각국의 법과
제도를 고용보호법제라고 한다. 각국의 노동관계법 중에서 해고와 관련
된 규율 또는 규정이 주된 대상으로, 개별 근로자의 해고, 즉 개별해고에
대한 규율, 기간제와 파견제에서 채용과 고용종료에 대한 규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경영해고에 대한 규율 등으로 구성된다.55)
‘1997년’이 기점이 된 것은 OECD가 고용보호지수에서 사용한 기초 자
료, 즉 우리 정부가 보고한 노동법이 1997년 이후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
실 우리 노동법 역사에서 1997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1997년에 우리나
라의 노동관계법은 1953년 노동4법(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위
원회법, 근로기준법) 제정 후 가장 큰 폭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식인
‘제정’의 형식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노동관계법의 기본 법률에 속하는
앞의 네 가지 법률 중에서 노동위원회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으로 통합․제정되었고, 근로기준법도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새롭게 제정되었다. 1997년 ‘제정’ 형식의 개정
은 ‘정리해고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듯이 고용보호법제의 내용도 크게
바꾸었다. 이듬해(1998년)에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근로자파견(사업)이 합법화되었다. 이렇게
1997년은 우리나라에서 노동관계법이 새로이 정비된 해이고, 특히 여기
에 포함된 고용보호법제는 IMF 체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해고
와 비정규직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기능
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는 혹은 법령의 개

55) 최근의 평가 결과는 2008년에 발표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enn, D.
(2009), 참조. Danielle Venn은 2008년 EPL 분석을 위한 OECD 고용노동사회국
(ELSA)의 EPL 분석 담당자로서 당시 우리나라의 담당자였던 장신철 OECD 노무
관과 우리나라 자료 내용에 대한 협의도 담당하였다(장신철(2011), p.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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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혹은 판례의 변화를 통해 변화하여 오고 있다.
한편, 고용보호의 실제는 법의 내용, 즉 보호의 대상, 범위, 수준이나 정
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행정부와 사법부 등 법 적용 기관
에서 법 적용의 여부, 정도, 방식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술과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심한 노동관계에서는 법원의 법 해석과 적
용 방식, 곧 판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더구나 노동시장(또는 고
용)의 안정성이나 유연성과 같은 고용보호법제는 형식적인 법보다는 실
질적인 법으로서 판례에 의해 궁극적으로 확정되고 변동될 수밖에 없다.
경영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형식적인
법 위에 서 있는 판례의 현 위치, 즉 판례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이다. 또한 법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방식은 각국의 전체적인 법 제도와
체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호법제를 평가할 때도
이러한 각국 법 제도와 체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절
차 규정의 준수 여부가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
라에서는 해고예고 절차의 위반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
는다.
OECD 고용보호지수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것이 가졌던
영향력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노동법학계의 최
대 유행어는 ‘유연화’ 또는 ‘탄력화’였고, 그것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과녁
은 해고 규제의 완화였다.56) 그런데 그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가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 정도가 높다
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OECD 고용보호지수의 위력은
대단했다. 1999년, 2004년, 2008년 세 차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내 주
요 논쟁에서 단골 논거로서 거론되었다. 정작 OECD는 고용보호지수 발
표 때마다 고용보호는 단지 노동시장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기
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우리

56) 해고 규제의 완화라는 ‘수량적 유연화’을 강력하게 주장한 글로는 김희성(2004),
p.3 이하가 있다. 이에 비해 오문완 교수는 교육훈련,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근
로자참가제도의 확산 등을 통해 ‘기능적 유연화’를 주장하였다(오문완(2000),
p.20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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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정책 논쟁에서는 오직 계량화된 점수와 등수 그리고 선진국과의
상대적 차이,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경직성이 낮은 국가들과
의 차이가 강조되었다. 노동법학계에서 이 지수는 시절을 따라 해고법제
완화 또는 임금법제 완화의 논거로 이용되기도 하고,57) 드물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는 노동법 부정의 근거로까지도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희성(2004)의 글이다. 그는 OECD의 고용보호지수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은 주장을 펼쳤다.58) 첫째,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통적 노동법
이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노동법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게 하였다.59) 둘째,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가치는
근로자의 일방적 보호로부터 근로자보호의 한계 설정, 예를 들면 해고 규
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 해결과 경제
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해고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발상으로 뒷받침된 해고법리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에 비해 정작 이 지수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60) 그런데 OECD 고용보호지수를 신뢰하려면 최소
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 하나는 지수 산출을 위한 ‘기
준 자체의 적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 사실의 정확
성’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있었지만,61) 후자, 즉 우리 정부
가 OECD에 보고한 우리 고용보호법제에 관한 설명의 정확성에 대해서

57) 해고법제 완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글이 김희성(2004)이라면, 김재훈(2009), p.265
이하는 임금법제의 완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글이다.
58) “해고제한법리는 해고의 자유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용정세와
기업활동의 실태에 따라서는 고용안정이라는 법정책적 과제의 우위성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기업이미지의 변화 안에서 고용시장의 유동화․활성화 자체
를 주요한 법정책원리로 해석한다면, 해고의 자유원칙이 우위성을 갖는다고 표현
하여도 그것은 해고제한법리가 내포한 하나의 자연적 귀결이다.”(김희성(2004),
p.17).
59)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노동법의 가치에 포함하자는 주장은 김형배(1997),
pp.157～167 참조.
60)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신뢰도를 확
인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이인재․이연정(2005), p.14 이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이러한 지수 또는 지표 자체의 적정성이나 정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61) 대표적으로는 옥우석․강창희(2009), p.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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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 다른 연구가 없었다.

2. OECD 고용보호지수 산정의 개요
OECD는 각국의 고용보호지수를 1999년, 2003년, 2008년 세 차례 발표
하였다. ‘고용보호지수’의 정식 명칭은 2003년까지는 ｢OECD의 고용보호법
제의 엄격성 지수｣였고, 2008년에는 ｢고용보호 엄격성 종합 지수｣(summary
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 strictness)였다. 명칭에서 알 수 있
듯이, OECD 고용보호 지표는 개별 근로자를 해고할 때 또는 근로자 집
단을 해고할 때 또는 기간제나 파견제 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때와 결
부되어 있는 규율이나 규제를 비용으로 본다.
고용보호 지표는 ‘비용으로서 규제’(regulation as cost)를 계량화한 21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62) 21개의 항목은 세 개의 영역, 즉 ① 정
규직의 개별해고(individual dismissal)에 대한 규제에 9개 항목,63) ② 임
시직(temporary employment)의 채용과 해고의 규제에 8개 항목,64) ③ 집
단해고(collective dismissals)에 대한 추가 규제에 4개 항목으로 되어 있
다.65) 각 평가항목에서 0～6까지의 점수를 주어 계량화한다. 여기서 ‘개별
해고’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한 해고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경영상 사
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되고, ‘임시직’에는 기간제와 파견제가 포함된다.
OECD가 고용보호지수를 산출하는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
62) 2003년 조사까지는 고용보호지수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2008년 조사에
서는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1개 항목(항목 9 :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 기간의
한도)과 임시직에 대한 2개 항목(항목 16 : 파견사업에 대한 승인 등, 항목 17 : 파
견 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 보장)이 추가되었다.
63) 정규직(workers with regular contracts)에 대한 개별적 해고로서, ① 통지(notifi
cation)와 협의 등 해고 절차를 개시하려고 할 때 사용자가 당면하는 절차상의 불
편(procedural inconveniences), ② 예고기간과 해고수당, ③ 해고의 난이도(해고
의 사유와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책임 등) 등에 의해 판단된다.
64) 기간제와 파견제 규제를 계량화한 것으로, 두 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기간
에 따라 정량화된다. 및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정량화되고 있다.
65) 사용자가 대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추가되는 시간 지연, 비용, 통지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항목들은 단지 개별해고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
적인 비용만을 포함하며, 집단해고 규제의 전반적인 엄격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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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OECD 사무국에서 3개 분야 21개 질문 항목(2008년 이전에는 18개
항목)이 포함된 설문지를 각국 정부에 송부하여 설문조사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각국 정부의 답변을 비교 가능하게 계량화(각 질문당 0점
부터 6점까지 부여)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각 항목당 가중치를 주어 3개 분
야와 고용보호의 엄격성에 관한 국가별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이러한 3단계에서 최초의 단계이자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기본은 각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하는 설문지 답변의 정확성
이다. 예를 들어 2008년 한국의 EPL 지수 계산에 사용된 항목별 내용을
요약한 ｢한국의 고용보호 - 2008｣의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종합
(summary)은 OECD 회원국의 관련 행정청이 제출한 설문지 답변에 기
초하여 OECD가 제공한다. 이것은 2008년 1월 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
며 OECD 고용보호지수의 계산에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설문지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의 단계에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 또는 신뢰도는 기대하
기 어렵다.
설문지 답변에 발생하는 오류는 크게 설문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경
우와 자국 법제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
자는 법 제도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후자는 판례 등 해당 법제에 대한 전
체적인 이해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런 경험을 한 바 있는데, 1999년과 2003년에 있었
던 촌극의 대강은 이렇다.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대책이 논
의되던 2000년대 초반 정부나 학계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주장 중에는 이
른바 ‘정규직 과보호론’(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견해)이 있었다. 이 주장의 핵심 논거 중 하나가 바로
1999년 OECD가 발표한 고용보호법제의 경직성 지수였다.66) OECD가
199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67) 가장 엄격하지 않은 국가가 1위이고 가

66) 김재훈(2002), p.69 이하. 김 교수는 노동법학계에서 가장 먼저 고용보호법제
(EPL)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보인 학자로서, 앞의 글은 김 교수가 OECD의
1999년 발표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관련 규제를 분석한 글이다.
67) OECD(1996),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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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당시 노동부가 발표한 OECD 평가의 개요
종합 평가
Version 1

정규고용

Version 2

임시고용

집단해고

2003

1999

2003

1999

2003

1999

17

16

26

17

16

3

3

2.5

2.4

3.2

1.7

2.1

1.9

1.9

2003

1999

2003

1999

순위

16

20

12

점수

2.0

2.6

2.0

주 : 1) Version 1 : 정규직 해고 규제와 임시직 규제 지수의 평균 값.
2) Version 2 : 정규직 해고 규제와 임시직 규제와 집단해고 규제 지수의 평균 값.
3) 순위와 점수가 낮을수록 유연성이 높고, 높을수록 경직성이 크다는 의미임.
자료 : OECD(2004), Employment Outlook; OECD(1999), Employment Outlook.

장 엄격한 국가가 27위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엄격성 정도는
평균 점수는 2.6(버전 1)/2.5(버전 2), 순위(조사대상 27개 국가)는 20위
(버전 1)/17위(버전 2)로서 엄격한 편이었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정규직
해고에 관한 엄격성은 26위, 임시직은 16위, 집단해고는 3위였다. 그런데
2004년 OECD Employment Outlook을 통해 발표한 2003년 EPL 지수는
우리나라 EPL 경직성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점수는 2.0
(버전 1)/2.0(버전 2)로서 1999년보다 0.6/0.5 줄어들었고, 순위는 16위/ 12
위로 1999년보다 4위/5위 상승하였고, 분야별 점수와 순위도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1999년 EPL 지수와 2003년 그것을 비교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EPL 지수가 개선된 것은 고용보호법제를 개선한
결과가 아니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1999년에 비해 고용보호법제의
변동이 없음에도 더 유연화된 것으로 평가된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
리 법제에 대한 OECD 측의 이해부족이 해소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68) 즉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된
68) 1998년 조사에서 순위가 높여진 결정적인 원인은 퇴직금을 해고수당(severance
pay)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2003년 조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 즉 ① 퇴직금
을 해고수당으로 본 것은 오류이고, ② 경영해고 때 법이 정한 60일보다 완화된
통보기간이 실무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40일), ③ 기간제의 갱신 횟수(5회 이상)
가 수용되어 데이터가 수정되었다. OECD는 현재 1999년 EPL에 대해서도 수정
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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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근거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OECD의 오해로부터 연유한 것
이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그럼 OECD의
오해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둘째, 적어도 2003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설
문지 답변은 정확한가?

제2절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

1. 예비적 설명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가 올바르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OECD 고용보호지수의 세 분야, 즉 정규직의 개별해고 규제, 임시직의 채
용과 해고 규제, 집단해고의 추가 규제 등의 순서로 우리나라 정부의 설
문지 답변 내용을 살펴본다. 세 분야의 조사 항목별로, ｢가.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다. 우리 정부의 답변
과 검토｣의 순서로 살펴보겠다.

수량적 엄격성 점수의 배당
원래 단위와 간략한 설명

배당점수
0

1

2

3

4

범위 0-3
0 구두 설명으로 충분
1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제3자(사업장협의회 또는 관할 노동관청)에
2
게 통지해야 함
3

제3자의 승인 없이는 사용자가 해고하지
못함

범위(0-3) × 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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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왼쪽에는
점수의 단위와 개략적 설명이, 오른쪽에는 수량적 엄격성 점수의 배당 및
계산법이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의 표는 조사 항목 1인 ‘통지 절차’에 관한 것이다. 해고
통지에 사전 절차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점수 0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1점, 근로자대표나 행정청에 통지가 필요
하면 2점, 근로자대표나 행정청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
면 3점이 배당된다. 독일과 같이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와 경영
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구별하지 않고 보고한 국가의 경우는 부여한 점수
에 2를 곱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와 경영상 사유
에 의한 해고를 구별한 경우에는 양자에 각각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
산하면 항목 점수가 된다.
｢나.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설문 내용과 직접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살펴본다. 법령은 세 번의 보고 당시 적용되던 법령, 즉 1999년 1월 1일,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던 법령을, 판례는 같은
기간 동안 앞의 법령을 적용한 주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였다.
｢다.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에서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우리 정부
가 OECD의 설문지에 답변한 내용69) 및 그것의 정확성을 위의 두 가지,
즉 ｢가.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과 ｢나. 우리나라의 법제｣에 비추
어 살펴본다.

69) 1999 OECD Employment Outlook, Annex 2.A: ｢Detailed Descrip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and Practice｣; 2004 OECD Employment Outlook, ｢A
Detailed Descrip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in force in 2003｣ Background Material for the 2004 edition of the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Detailed Descrip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in OECD and Selected Non-OECD Countries｣, 2008 각 참조. 이 자
료들은 OECD의 고용보호 웹사이트(www.oecd.org/employment/protection)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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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의 개별해고 규제
가. 항목 1 정규직의 개별해고에서 통지 절차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3
0 구두 설명으로 충분
1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범위 (0-3) × 2
2 제3자(사업장협의회 또는 관할 노동관청)에게 통지해야 함
3 제3자의 승인 없이는 사용자가 해고하지 못함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 1998. 2. 20] [법률 제5510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
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
1999 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
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
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999년과 같음
근로기준법[시행2007. 7. 1.][ 2007. 1. 26, 일부개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
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2008 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
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해고의 예고) 1999년, 2003년과 같음
제32조의2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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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판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
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소속근
로자의 소재와 수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
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여
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
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며,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1999

2003

2008
비고

설문지 답변
인적 사유: 긴박성과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
경영상 사유: 노조 또는 기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60일 전에 통지
인적 사유: 서면 통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통지해야 함
경영상 사유: 노조 그 밖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하
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사전 통지. 그런데 2003.11.13. 한국의 대법원은
성실한 협의에 충분한 시간만 확보된다면 근로자대표에게 60일 미만의 기간만 주어져
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함
또한 경영해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31조는 1998년에 주로 집단해고를 위한 법 규정(이
규정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단 1명의 근로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으
로서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음을 유의할 것
인적 사유: 서면 통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통지해야 함
경영상 사유: 노조 그 밖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하
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사전 통지. 그런데 2003.11.13. 한국의 대법원은
성실한 협의에 충분한 시간만 확보된다면 근로자대표에게 60일 미만의 기간만 주어져
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함
경영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에 관한 판례를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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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경영해고의 절차(근로자대표에 대한 60일 또는 50일 전의 고지와 협의)
에 관한 서술이 판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보고했던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의 내용은
비록 전문가라고 해도 외국인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
(당시는 60일)가 최대한도라는 것, 즉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수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여하자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이
다. 둘째,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
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
게 된다.
이 두 가지 점에 더하여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1178 판결
처럼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사우회와의 협의도 ‘근로자대표’와의 협
의로 인정한 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경영해고에서의 통지 절차는 없는 것
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 항목 2 통지 전 지연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날짜 수>
다음의 가정에 따른 추정 날짜 수 : 예고 절차가 요
≤ < < < < < ≥
구되면 6일, 구두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통지
2 10 18 26 35 45 45
가능하면 1일, 우편 전달이 요구되면 2일, 등기가
요구되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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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 1998.2.20] [법률 제5510호, 1998.2.20, 일부개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1999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
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1.11.1] [법률 제6507호, 2001.8.14, 일부개정]
2003
1999년과 같음
근로기준법[시행 2007.7.1] [2007.1.26, 일부개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2008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
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판례
항목 1에서와 같다.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인적 사유 : 해고통지를 우편 또는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
1999 경영상 사유 : 60일 이내에 해고의 필요성과 해고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해고 통지
인적 사유 : 서면 통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통지해야 함
경영상 사유 : 노조 그 밖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 노
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사전 통지. 그런데 2003.
11.13. 한국의 대법원은 성실한 협의에 충분한 시간만 확보된다면 근로자대
2003
표에게 60일 미만의 기간만 주어져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함
또한 경영해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31조는 1998년에 주로 집단해고를 위한
법 규정(이 규정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단 1명의 근로자도 해고
할 수 있도록 허용)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음을 유의할 것
인적 사유 : 서면 통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통지해야 함
경영상 사유 : 노조 그 밖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 노
2008 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사전 통지. 그런데 2003.
11.13. 한국의 대법원은 성실한 협의에 충분한 시간만 확보된다면 근로자대
표에게 60일 미만의 기간만 주어져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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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인적 사유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해고 통지 전 지연은 전혀 없다. 경
영해고의 경우 항목 1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다. 항목 3 재직기간에 따른 통지기간의 길이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9월 재직

개월 수

4년 재직

개월 수

20년 재직

개월 수

≤
0.4
≤
0
0.75
≤
<1
2.75
0

≤
0.8
≤
1.25
<
5

≤ < < ≥
1.2 1.6 2
2
< < < ≥
2 2.5 3.5 3.5
< < < ≥
7
9 11 11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 1998.2.20] [법률 제5510호, 1998.2.20, 일부개정]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
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1999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 2001.11.1] [법률 제6507호, 2001.8.14, 일부개정]
1999년과 같음
근로기준법[시행 2007.7.1] [2007.1.26, 일부개정]
2008
1999년, 2003년과 같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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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판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
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1999

2003
2008
비고

설문지 답변
전체 근로자 :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 0일, 6개월 이상 30일 전에 통지, 통지서
는 해고수당(퇴직수당)과 교환될 수 있다. 9개월 재직 : 1개월, 4년 재직 : 1개월,
20년 재직 : 1개월
전체 근로자 : 30일(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단, ① 일용
근로자로서 3월 미만 근무자,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
근로자로서 6월 미만 근무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
용된 자, ⑤ 3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됨
2003년 보고와 동일함
1999년도 보고는 약간 부정확

② 검토
1999년 보고는 약간 부정확하지만, 2003년도와 2008년도 답변은 올바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에 영
향이 없다는 판례의 태도까지 고려하면 30일의 예고기간의 의미는 반감되
지만, 이는 정부 보고가 아니라 고용보호지수 기준 자체의 문제이다.
라. 항목 4 재직기간에 따른 해고수당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9월 재직

개월 수

0

4년 재직

개월 수

0

20년 재직

개월 수

0

≤
0.5
≤
0.5
≤
3

≤
1
≤
1
≤
6

≤ ≤
1.75 2.5
≤ ≤
2
3
≤ ≤
10 12

<
3
<
4
≤
18

≥
3
≥
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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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 없음
②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
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
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
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2130 판결)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전체 근로자 : 법으로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퇴직수당 지급을 요구
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 다음의 수치는 해고와 자발적 퇴
1999
직간의 퇴직금 차이를 의미한다. 9개월 재직 : 0, 4년 재직 : 2개월분, 20년 재
직 : 6개월분
2003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고, 자발적 사직 등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지급

해고수당은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종료의 사유를 불문하고(사직, 경
2008 영해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는 해고수당으로 보지 않는다.
비고 1999년도 보고는 부정확

② 검토
원래 1999년의 보고에서는 퇴직금을 해고수당으로 보고하였으나, 2003
년 이를 바로잡았다. 퇴직금은 해고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수당으로서,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2130 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은 해고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근로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후불적 임금이다. 따
라서 현재의 보고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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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목 5 불공정 해고의 정의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3
근로자의 능력이나 일자리의 감소가 해고의 적절하고 충분
0
한 사유가 되는 경우
해고자의 선택에서 사회적 고려, 연령 또는 근속연수 등을
1
범위 (0-3) × 2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해고에 앞서 해당 근로자가 상이한 일자리에 배치될 수 있
2
도록 전환하거나 재훈련할 것이 요청되는 경우
3 근로자의 능력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 1998.2.20] [법률 제5510호, 1998.2.20, 일부개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
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
1999
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
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
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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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01.11.1] [법률 제6507호, 2001.8.14, 일부개정]
1999년과 같음
근로기준법[시행2007.7.1][2007.1.26, 일부개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
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
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2008

아니하다.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1999년, 2003년과 동일
② 1999년, 2003년과 동일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⑤ 1999년, 2003년과 동일

② 관련 판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피고 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업무상, 성격상 그 거
수실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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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거수실적불량의 정도가 추상적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성적, 회사
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
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앞서 본 장기간의 거수실적이 단지 다른 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다소 낮은 정도가 아니라 원고의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
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 회사가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를 징계면직한 조치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3.27. 선
고 90다카25420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
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
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
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
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

152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공정 :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 잉여 인원의 해고
및 합병과 인수로 인한 해고를 포함하며 이때 해고의 긴박성, 선택기준 및
전직/재훈련 대안을 근로자나 노조와 협의한 경우
1999
불공정 :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해고, 요양 또는 산전
후 휴가 중의 해고, 노조와 협의하여 해고회피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해고
2003 1999년과 같음
공정 :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판례에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에는
노동 규율의 위반, 불법적인 행위, 비행, 업무수행능력의 명백한 결여, 신체
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경력사칭 등이 포함)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개별적 감원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고로서 해고의 긴박성, 선택기
준, 전직/재훈련 대안을 근로자나 노조와 협의한 경우 포함)에 의한 해고
2008
불공정 : 국적, 성,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 요양이나 출산
과 모성 휴가를 이유로 하는 해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해고회피를 위
한 특별한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해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는 산전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행한 해고)
비고

② 검토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의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일
자리의 감소가 해고의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정부의 보고 자체에
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바. 항목 6 수습기간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개월 수>
정규 계약이 고용보호법령에 완전하게 포함되 ≥
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24
기간

≥
12

≥
9

≥
5

≥ ≥ <
2.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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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 없음
② 관련 판례 : 없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경우에 따라 다양하며 법으로 규제되지 않음
2003 1999년과 같음
2008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는 기간을 제한한 규정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함

비고 세 번 모두 설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답변을 함

② 검토
이 항목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구제신청까지의 기간 제한(제척기
간 또는 구제신청기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에 의해 부당해고
를 당하고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이 설정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해고제한법의 보호는
동일 사업장 또는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근로
자에 대하여 인정한다(제1조 제1항). 어쨌든 우리 정부의 세 번의 답변은
모두 설문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OECD는 이 항목
에 대하여 한국에게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사. 항목 7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개월 임금>
20년 근속 시 전형적인 보상으로 백페이 그
≤
밖의 보상(가령 복직에 갈음하는 장래일실소
3
득 혹은 심리적 위자를 위한 것)은 포함하나,
통상적인 해고수당은 제외함

≤
8

≤
12

≤
18

≤
24

≤
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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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1999 없음
2003 없음
근로기준법[시행 2007.7.1] [2007.1.26, 일부개정]
제30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
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
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8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
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復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
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련 판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
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
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
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원이 일관
되게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1992.
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2.12.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1999
2003
2008
비고

설문지 답변
복직에 대신하는 보상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전형적으로 20년 재직에
해당하는 보상(전체 근로자) : 경우에 따라 매우 광범위함
복직할 때까지의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직
에 대신하는 보상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양함
복직할 때까지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복직에
갈음하는 보상은 매우 다양함
복직에 갈음하는 보상이 인정된 것은 2007년 7월 1일 이후로서 그 전에는
법에서 정해진 바도 없었음. 1999년과 2003년의 답변은 애매함

② 검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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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으로는 해당 해고는 무효가 된다. 해고 무효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는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의 소급임금(Back-Pay)의 지급이 있다. 근로
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던 것이고,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
유이기 때문이다.
아. 항목 8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복직 선택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3
0 복직의 권리나 관행 없음
1 극히 드물게 또는 가끔 복직 됨
2 아주 종종(fairly often) 복직 됨
3 항상(거의 대부분) 복직 됨

범위 (0-3) × 2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1999 없음
2003 없음
근로기준법[시행2007.7.1.][2007.1.26, 일부개정]
제30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
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復職)을
2008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
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련 판례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전인격을 사용자의 사
업장에 투입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단순히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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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
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
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
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게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복직요
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
어서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들의 복직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현실의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들
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법원은 소급 임금의 지급과 함께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직 여부는
1999
대부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음
2003 근로자는 항상 복직을 선택할 수 있음
법원은 해고는 무효이고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복직을 명함. 만약 근로
2008 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는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명할 수 있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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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부당해고의 전형적인 효과는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이
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직을 선
택할 수 있다. 2007년 법개정 이후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근로관계 청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선택권은 오직
근로자에게만 주어진다. 게다가 위에서 본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
6823 판결에 따르면,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지는 근로자의 인격배려의
무의 결과 해고 무효가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
고 이에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하면 그것이 새로운 불법행위가 된다.
자. 항목 9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 기간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개월 수>
해고 전 ≤ ≤ ≤ ≤ ≤ >
해고 통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효력발생 1 3 6 9 12 12
기간의 최고 한도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1999 조사항목 아님
2003 조사항목 아님
근로기준법[시행2007.7.1.][2007.1.26, 일부개정]
제33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등
2008 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② 관련 판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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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조사 항목 아님
2003 조사 항목 아님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는 기간을 제한한 규정은 없지만, 부당해고
2008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함
비고

② 검토
2008년의 답변이 옳다.

3. 임시직의 채용과 해고 규제
가. 항목 10 기간제의 사용 사유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3
일 자체가 특정한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것 등 ‘객관적인’
0 또는
‘물리적 경우’(material situation)에만 사용 가능
사용자의 필요 상황(새로운 작업의 론칭 등) 또는 근 6 ― {범위(0-3) × 2}
1 로자의 필요 상황(첫 일자리의 구직 등)에 특별한 예
외가 있을 때
2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 예외가 존재할 때
3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때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 1998.2.20] [법률 제5510호, 1998.2.20, 일부개정]
1999 제23조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1.11.1] [2001.8.14, 일부개정]
2003
1999년과 같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1][2006.12.21, 제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008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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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21조(1999년에는 제23조 : 필자 주)는 “근로계약은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
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
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
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고, 근로계약기
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
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1년을 초과하
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
법 제21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
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
5783 전원합의체 판결)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1999
2003
2008
비고

설문지 답변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은 객관적 이유를 상술하지 않고 널리 사용 가능하
다. 법원은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기간제 계약의 체결에 객관적 상황(사유)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 가능. 1년 이상의 계약은 객관적 상황에만 허용
기간제 계약의 체결에 객관적 상황이나 사유를 요하지 않음(제한 없음)
1999년, 2003년의 답변은 판례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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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2006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간제를 규율한 것은 주로 판례
였다. 1999년과 2003년의 정부 답변은 위에서 본 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판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199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9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간제 계약은 1년 이내인 경우
는 물론이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상황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항목 11 기간제의 갱신 횟수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횟수

제한 ≥
없음 5

≥
4

≥
3

≥ ≥ <
2 1.5 1.5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1999 없음
2003 없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1][2006.12.21,
제정]
2008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련 판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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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
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
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
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
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법상 제한 없지만 몇 번의 재계약은 법원이 기간제 계약을 무효로 판결할
위험이 있음

2003

법상 제한은 없음. 다만, 법원은 수차의 반복갱신에 따라 기간제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음. 최근 법원은 7～8회 반복갱신된 기간제도 유효하다고 판결

2008 2년이라는 기간제 계약의 한도 내에서는 갱신 횟수의 제한은 없음
비고

② 검토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세 번 모두 올바른 보고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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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목 12 기간제 사용기간의 최고 한도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개월 수

제한 ≥
없음 36

≥
30

≥
24

≥
18

≥
12

<
12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 1998.2.20] [법률 제5510호, 1998.2.20, 일부개정]
1999 제23조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
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01.11.1] [2001.8.14, 일부개정]
2003
1999년과 같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1][2006.12.21, 제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2008 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관련 판례 : 항목 11과 같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정해진 한도 없음
법상 제한은 없음. 다만, 법원은 수차의 반복갱신에 따라 기간제의 무효를 판결
2003
할 수 있음. 최근 법원은 7～8회 반복갱신된 기간제도 유효하다고 판결
사용자는 2년 이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하는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기간제 근로
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면, 아래의 경우가 아닌 한, 그는 초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i) 특정한
2008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ii)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휴
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 (iii)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
을 위한 기간을 정한 경우, (iv)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
리를 제공하는 경우, (v)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일자리인 경우
비고 1999년, 2003년의 답변은 부정확

제5장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의 실제: OECD 고용보호지수를 중심으로 163

② 검토
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07년 7월 1
일까지는 최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
령상으로는 1년의 최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999년과 2003년의
답변은 옳지 않다.
라. 항목 13 파견제의 합법적 대상 업무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4
0 파견제는 불법
1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 가능
2 객관적 사유에서만 사용 가능

6 ― {범위(0-4) × 2}

3 일반적 허용, 특별한 예외
4 일반적 허용, 제한 없거나 미미함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8.7.1] [1998.2.20, 제정]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
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
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999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
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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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999년과 같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7.1] [2006.12.21, 일부개정]
2008 1999년과 같은 취지로 제5조에 규정(법률상으로는 용어만 변경되었으나, 시
행령에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업무가 32개로 확대)

② 관련 판례 : 없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26개 직종 및 구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26개
2003 업무에 한정. 그러나 사용사유가 일시적․간헐적 사유인 경우에는 전 업종
에서 사용 가능
파견제는 원칙적으로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32개 업무에서만 사용 가능. 그러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사유에
2008
의한 경우는 다른 업무에서도 사용 가능. 건설업, 해원, 유해위험 작업, 분진
작업 등과 같은 일부 업무에서는 파견제가 완전히 금지
비고

② 검토
세 번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 항목 14 파견제의 갱신 횟수 제한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있음/없음

-

-

없음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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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② 관련 판례 : 없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8.7.1][1998.2.20, 제정]
제6조 (파견기간)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999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
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999년과 같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7.1][2006.12.21, 일부개정]
제6조 (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
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
2008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
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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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있음

2003

있음(1회)

2008

없음

비고

② 검토
세 번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한다.
바. 항목 15 파견제의 최고 기간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개월 수

제한
없음

≥
36

≥
24

≥
18

≥
12

>
6

≤
6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8.7.1][1998.2.20, 제정]
제6조 (파견기간)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999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
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999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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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7.7.1][2006.12.21, 일부개정]
제6조 (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
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2008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련 판례 : 없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2년

2003

파견기간은 26개 업무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다만 일시적․간헐적 사유인 경우는 3월이 원칙이되 3월 범위 내에서 연
장 가능

2008

파견제의 최고 기간은 파견제가 허용되는 32개 업무에서는 2년. 일시적․
간헐적 사유인 경우는 3월이 원칙이되 3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6월까지 사용 가능

비고

② 검토
세 번의 답변이 모두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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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목 16 파견사업의 요건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3
0 허가나 신고 의무 없음
1 특별한 행정관청의 승인 요구됨

범위(0-3) × 2

2 주기적인 보고 의무 존재
3 승인과 보고 의무 모두 존재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1999

조사항목 아님

2003

조사항목 아님

200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7.1][2006.12.21, 일부개정]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은 사항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련 판례 : 없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조사 항목 아님
2003 조사 항목 아님
파견제의 개시에는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함.
2008 근로자파견사업(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에서는 매 6개월마다 관할 행
정청에 보고를 하여야 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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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2008년 답변은 옳다고 본다.
아. 항목 17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등대우 규정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2
0 평등대우 의무 없음
1 임금 또는 근로조건의 평등대우

범위(0-2) × 3

2 임금과 근로조건의 평등대우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1999 조사항목 아님
2003 조사항목 아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7.1][2006.12.21, 일부개정]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
2008
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판례 : 없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조사 항목 아님
2003 조사 항목 아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함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
2008
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
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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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2008년 답변은 옳다고 본다.

4. 집단해고의 추가 규제
가. 항목 18 집단해고의 정의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4
0 집단해고에 대한 추가 규제 없음
1 50인 이상 해고 특별 규제
2 20인 이상 해고 특별 규제

범위(0-4) × 6/4

3 10인 해고 특별 규제
4 10인 미만 해고 특별 규제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1998.2.24] [1998.2.24, 일부개정]
제9조의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
1999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
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2003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1.11.1] [2001.10.31, 일부개정]
1999년과 같음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2007.7.1][2007.6.29, 전부개정]
2008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1999년, 2003년의 제9조의
2와 같음

② 관련 판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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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1999
2003
2008
비고

설문지 답변
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에서 10명 이상 해고
100～999명 기업에서 직원의 10% 이상 해고
1,000명 이상 기업에서 100명 이상 해고
1999년과 같음
1999년과 같음

② 검토
세 번 모두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된다.
나. 항목 19 집단해고 시 추가적인 통지 기간(항목 1과 비교)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2
사업장협의회(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을 수 있고,
공공직업안정기관과 같은 행정청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을 수도 있
음. 개별적인 경영해고에 적용되는 요건의 최고한도에 더하여 추가
범위 (0-2) × 3
적으로 요구되는 통지요건이 있는가에 따라 국가별 점수가 정해짐
0 추가 요건 없음
1 한 곳(actor)에만 통지하면 될 때
2 한 곳 이상에 통지해야 할 때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시행 1998.2.20] [1998.2.20, 일부개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1999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근로기준법 [시행 2001.11.1] [2001.8.14, 일부개정]
1999년과 같음

2008

근로기준법[시행 2007.7.1] [2007.1.26, 일부개정]
2003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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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
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
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
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
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
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
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
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 통지 : 노조/근로자대표와 협의 및 통지
1999
해당 관청에 통지 : 노동부에 통지
경영해고의 경우 해고대상자에 대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기 전에 추가적 통
지가 필요. 먼저 해고실시 6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계획을 통지하고 성
2003 실히 협의해야 하고, 특히 일정규모 이상(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에서 10명 이
상 해고; 100～999명 기업에서 직원의 10% 이상 해고; 1,000명 이상 기업에서 100
명 이상 해고) 해고 시 해고실시 30일 전에 노동부에 해고계획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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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답변
근로자대표에 통지 : 노조/근로자대표와 해고일 50일 전 통지 및 협의
2008 행정청에 통지 : 노동부장관에게 해고일 30일 전에 통지해야 함. 그러나 통지
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는 없음
비고

② 검토
항목 1의 검토 중 경영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같은 문제를 가지
고 있다.
다. 항목 20 추가적 지연(항목 2와 비교)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날짜 수
개별해고 때의 지연에 추가되는 지연

0

< < < < < ≥
25 30 50 70 90 90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 없음
② 관련 판례 : 없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1999 특별 규정 없음(개별적 감원과 관련하여 60일 대기기간)
2003 특별 규정 없음
특별 규정 없음(경영해고 시 사용자는 50일 동안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노
2008 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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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세 번의 답변이 모두 옳은 것 같다. 표현 특히 괄호 안의 표현을 한 이
유가 분명하지 않다.
라. 항목 21 집단해고 시 사용자에게 추가되는 특별 비용
1)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범위 0-2
추가적인 해고수당 규정이나 사회적 보상계획(재고용, 재훈련,
전직알선 등)이 의무이거나 관행인가를 살펴봄
0 추가 요구 없음

범위 (0-2) × 3

1 추가적 해고수당 또는 사회적 계획이 요구되는 경우
2 추가적 해고수당 그리고 사회적 계획이 요구되는 경우

2) 우리나라의 법제
① 관련 규정 : 없음
② 관련 판례 : 없음
3)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
① 답변
설문지 답변
요구되는 협의의 유형: 감원의 필요성, 해고기준 및 해고근로자 선정 기준에
대해 성실한 협의
1999 선정 기준: 법은 노조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이외에 구체적인 해고자 선정 기준은 없음
해고수당: 집단해고에 대한 특별 규정 없음
요구되는 협의의 유형: 감원의 필요성, 해고기준 및 해고근로자 선정 기준에 대
해 성실한 협의. 경영 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희망퇴직, 배치전환, 전직, 휴업,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필요.
2003 선정 기준: 법은 노조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이외에 구체적인 해고자 선정 기준은 없음
해고수당 : 집단해고에 대한 특별 규정 없음(희망퇴직자에게 퇴직수당 지급
이 점차 관행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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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답변
요구되는 협의의 유형 : 감원의 필요성, 해고 기준과 근로자 선정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여야 하며, 희망퇴직, 재배치, 배치전환, 휴업, 조업단축과 같은 조
2008 치를 취하여야 함
선정 기준 : 법은 노조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
해고수당 : 집단해고에 대한 특별 규정 없음
비고

② 검토
보고 사항은 경영해고에 관한 것이고, 집단해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아니다. 즉 집단해고에서 사용자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해고수당 기타 특
별 보상은 없다. 정부의 보고에 따라 개별해고에서 경영해고에 관한 부분
과 집단해고에서의 추가 항목 사이에 중복 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제3절 고용보호의 실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적정성

1. 문제제기
고용보호지수가 적정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보고하는 내용에 오류
가 없어야 하고, 기준의 내용과 적용이 각국의 고용보호의 실제를 파악하
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전자는 정확성에 관한 것으로 제2절에서 이
미 살펴보았다. 후자는 적절성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
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2008년 기준으로 [항목 1 : 통지 절차]에 대해 OECD가 프
랑스, 독일, 한국 3국의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점수를 비교, 발표한 내용
을 옮긴 것이다(국가명은 OECD 발표에서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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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적 사유: 서면; 청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설
명; 2차 서면;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 1차 서면과 청
문 사이에 최소한 5일 소요. 2차 서면을 위한 청문
후 2 근로일 추가 소요
프랑스
경제적 사유: 서면; 청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설
명; 2차 서면;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 근로감독관과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지. 2차 서면을 위한 청문 후
15일 요구

통지 통지 전
항목
절차 지연
점수
(0-3) (일수)

1

7
3

2

독일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경우 근로
자에 대한 통지의 법적 요건은 구두 또는 서면 경고
후 서면 통지. 고용종료 사유를 포함하여 해고 계획
을 사업장협의회(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
사업장협의회는 7일의 검토 후 해고에 대한 동의를 2.5
거부할 수 있음. 그 후 매월 1일 또는 15일을 특정
해서 해고의 통지 가능. 사업장협의회의 반대에도
통지가 있었다면 이후 소송에서 해고는 노동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함

한국

인적 사유: 서면 통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일자
1
를 명확히 통지해야 함
경영상 사유: 노조 그 밖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
피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위해, 해고일 50일 전에 사전 2.5
통지. 그러나 2003년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법정 통
지기간보다 짧더라도 성실한 협의를 위해 충분한 기
간이었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함

24

16

5

1
3.5
40

위의 표에 따르면 항목 1에서 고용보호의 엄격성은 독일>한국>프랑스
의 순이다. 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와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구별하
지 않은 독일의 경우는 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에 부여된 점수 2.5점에 2
를 곱한 5점으로, 양자를 구별한 한국과 프랑스는 전자에서는 동일한 1점
을 주고 후자에서는 한국은 독일과 같은 2.5점을, 프랑스는 그 보다 엄격
성이 약하다고 보아 2점을 주었다. 그리고 해고의 통지까지 소요되는 기
간을 보면, 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에서는 독일(16일)>프랑스(7일)>한국(1
일) 순이고,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에서는 한국(40일)>프랑스(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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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5일)로 계산하였다.
이런 결과는 우리 고용보호의 실제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서면 통지 의무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해고 통지에서 절차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규정이었지만, 앞서 본대로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
4119 판결 등 관련 판례에 의할 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절차라고 하
기에는 흠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2. 경영해고 절차의 비교
경영해고 절차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점수를 받은 독일의 경영해고 절
차는 어떠한가?70) 독일에서 해고 통지는 민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
고, 법정예고기간(근속연수에 따라 1～7개월, 근속 6개월까지는 2주)을
거쳐 역월의 15일이나 월말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통지를 할 수 있
다. 그리고 사업장조직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사업장협의회는 모든 종류의 해고, 예를 들어 인적 사유
에 의한 해고이든 경영해고이든 특별해고이든 변경해약고지이든 상관없
이 각 해고에 대해 청취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 위반하면 해고는 무효이다.
그리고 집단해고(사업장 내에서 30일 이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사유, 해고자 수, 상
시근로자 수, 해고시기, 해고대상자 선발 기준 등을 명시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고 사실을 사업장협의회에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사
용자는 사업장협의회와 해고회피, 제한의 가능성 및 해고의 결과를 완화

70) 독일의 경우 해고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로는 민법, 해고제한법, 사업장조직법 등
이 있다. 민법에서는 해고 통지와 관련된 규정이, 사업장조직법에서는 해고 때 사
업장협의회(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서 사용자와 함께 모이는 우리의 노사협의회
와 달리 근로자대표만으로 구성됨. 그래서 ‘근로자대표위원회’라고도 부름)와의
협의 절차와 경영해고 때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계획(Sozial Plan) 등이, 나
머지 사항은 해고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 독일에 관한 서술은 박귀천
(2012), p.3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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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각 근로자 개인에 대한 해고 협의절차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에서 말한 모든 해고에 공통하는 사
업장협의회의 청취 의무를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청은 사용자의 신고를 받으면 해고금지기간을 정하는데 대개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고 최고 2개월은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는 노동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유효하며 동의 없는 해고는 무
효이다.
경영해고에서 우리보다 규제가 약한 것으로 평가한 프랑스의 경우도
결코 우리보다 절차가 간단하거나 유연하지 않다.71) 프랑스 노동법전에
서는 경영해고의 절차로서 해고기준의 결정, 해고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
전청문, 근로자대표(기업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
원대표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행정기관에의 신고, 해고 통지 등
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경영해고의 절차는 해고 규모에 따라 다르다.
노동법전에서는 경영해고를 근로자 1인의 해고(개별해고), 30일 이내의
2～9인의 해고(소규모 집단해고), 30일 이내의 10인 이상의 해고(대규모
집단해고)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
모 집단해고의 경우에는 다시 해당 기업의 규모가 근로자 50인 이내인가
71) 이하 프랑스에서 경영해고의 규율에 관한 서술은 조임영(2012), p.1 이하 참고. 조
임영 교수가 프랑스 법제를 우리 법제와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는 묘사는 매우 인
상적이다. “노동법전상의 경영해고(licenciement pour motif économique)법제는
상세하고 체계적이면서도 복잡하다. 프랑스 경영해고법규에서는 경영해고의 실
체적․절차적인 내용들을 수많은 조문들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데, 마치 경영해고
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정면에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가 전통
적으로 상세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경영해고법제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경영해고에 관한 규정들로 눈을 돌려보면,
간단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성
실하게 협의하여야’ 등 좋은 말인 듯한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하
기가 쉽지 않다. 사법부가 아무리 정의롭게(?) 법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근로기준법 조문하나에만 의탁하기에는 너무나 험한
세상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경영해고가 근로자의 삶에 미치는 충격을 생각하면
적어도 프랑스 경영해고법제의 두께 정도는 되어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를 갖추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최근 경영해고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비극에
는 부실한 법률도 큰 몫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같은 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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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가로 구분하고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근로자대표에게
공인회계사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경영해고의 규율은 절차적 규율은 거의 없는
상태, 즉 무규율 상태에 가깝다. 법령 자체도 간단하지만, 판례는 그것조
차 준수하지 않아도 해당 해고를 무효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72) 경
영해고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60일 전의 사전 통지 및 협의를 최초로 도
입한 것은 1998.2.20. 법률 제551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1조이다. 이
를 처음으로 적용한 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과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은, 제31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에 대해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
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
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
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
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법률상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도 않아도 해고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판례의 법률 회피적(정확하게는 ‘탈법적’) 법 해석은 대담성을 더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을 통해
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당시는 60일)가 최대한도라는 것, 즉 ‘소속
근로자의 소재와 수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
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
여하자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과 ②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
력 요건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
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
72) 이하 우리나라의 현황에 관해서는 전형배(2012), p.79 이하 참고. 이런 판례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수근(2003), 도재형(2005), 김경태(2009), 박수근(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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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
고는 유효”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
두1154, 1178 판결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사우회와의 협의도 ‘근로
자대표’와의 협의까지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73)

3. 기준 내용의 적정성
OECD 고용보호지수는 내용 측면에서도 기준으로서 적정성이 부족하다.
첫 번째 문제점은 ‘편견’, 즉 ‘균형의 상실’에 있다. 고용과 노동에 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 사용자,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일반 사회의
입장 중에서 오직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고용보호법제를 평가하고 있다.
경제개발 또는 경제발전을 사용자의 편익과 등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런 태도는 개발도상국 등 신흥공업국에게 고용보호를 낮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성이 높다. 이런 까닭
에 OECD 고용보호지수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계는 고
용보호법제의 순위, 그것도 유연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서열화가 고용보
호에 대한 ‘바닥을 향한 경주(rush to the bottom)’를 촉발시킨다고 비판
하고 있다.74) 이는 고용보호지수가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상투적
인 변명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균형과 형평의 감각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한편 신규 회원국에게 노동권의 준수를 압박하는 OECD의 태도와도 모
순되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지표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으로서, 그것을 획득하는 노동시장의

73) 이에 더하여 우리 판례는 경영해고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 경영해고에 대해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교
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역으로 노조가 이
를 이유로 하거나 혹은 경영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상 처벌
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2.26. 선고 99
도5380 판결 등 다수).
74) 장신철(2011),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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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구별하고 또한 정책 수단
에 따라서는 수량적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임금 유연화 등으로 구별한
다.75) 그런데 OECD 고용보호지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도외시하고 거의 전적으로 외부적 수량적 유연화, 즉 “경영
상 해고나 비정규노동의 활용 등 외부노동시장으로 탈퇴시키거나 유연한
외부노동을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유연화를 꾀하는 방식”76)에만 집착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노동 규제의 국제비교를 다룬 여타의 조사들과 차이
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인재․이연정(2005)의 글이 흥미로
운데, 그 개요는 이렇다.77)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①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방법, ② 노동시장에 관한 법 규
제를 항목별로 지수화하는 방법(노동시장법제의 비교), ③ 실제의 고용조
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방법(고용조
정 속도의 비교) 등 세 가지이다. 둘째, 경영자의 주관적 평가 방법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의 세계경쟁력연감이 있는데, 두 기관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순위는 매우 상반된다. 셋째, 노동시장법제의 국제비교 방법에는
OECD의 고용보호지수 외에 Djankov 외(2003)의 노동시장 규제지수가
있다. Djankov 외(2003)는 노동시장 규제를 세 가지 영역, 즉 고용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으로 나누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평가대상 국가 85개국 중
38번째로 노동시장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나라로서 조사대상국 중 중상
위 정도에 해당되며 OECD 고용보호지수와 달리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75) 신은종(2009), pp.6～7 참조.
76) 신은종(2009), p.7.
77) 이인재․이연정(2005), pp.15～22 참조. 이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규제 수준은 소득수준이 중위인 국가들보
다는 낮고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으며, 대략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이다.
둘째, 노동시장 규제의 정도는 영미법계-스칸디나비아법계-독일법계-프랑스법계
국가의 순으로 규제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독일법계인 우리나라의 규제 정도는
독일법계 국가들 전체 평균인 0.460보다 조금 낮은 0.446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규제 정도에 비해서 고용조정 속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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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규제가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재․이연정(2005)의 글이
인용하고 있는 Djankov 외(2003)의 노동시장 규제지수는 OECD 고용보
호지수의 방법적 제한성과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네 번째 문제점은 실제의 유연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OECD 고용보호지수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것은 중간 또는 그보다 약간
유연한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의 고용조정 속도는 그보다는 훨씬
높다고 한다. 이인재․이연정(2005)은 산업별 최적 고용량과 실제 고용량
의 차이가 당해 연도에 얼마나 조정되는가를 중심으로 고용조정 속도를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 60개 국가(제조업)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조정
속도는 0.696으로 전체 평균인 0.526을 월등히 상회한다고 한다.

제4절 요약 및 맺음말

1. 요 약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노동 또는 노동시장
관련 지수나 순위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왔고, OECD 고용보호지수는 그
중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용 되는 자료 중 하나이다. 그
래서 고용보호지수의 신뢰성을 정확성과 적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법제 및 고용보호의 실제와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법제와 OECD가 발표한 고용보호지
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을 가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전체 21개의 항목별로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과 배점｣, ｢우리
나라의 (관련) 법제｣, ｢우리 정부의 답변과 검토｣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보면 1999년의 답변에 오류의 의심이 가장 많이 갔
고, 2008년의 답변에 가장 오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1999년의 답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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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퇴직금을 해고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의 경
직성 정도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정부의 해명도 있었지만, 오류는 다른 항
목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둘째, 정부의 답변 중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해고의 절차 특히 경영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50일(또는 60일) 전의 사전 통지와 협의’라는 절차에 관한 판
례를 이해하는 방식이 정부와 필자 사이에 차이가 큰 것 같다. 셋째, ｢항
목 10 기간제의 사용 사유｣에서와 같이 적용되는 법제 자체에 대한 이해
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고를
했지만, 사실 1996년 이후 기간제의 사용을 규율한 법제는 대법원 1996.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넷째, ｢항목 11 기간제의 갱신
횟수｣에서처럼 당시 이를 규율하던 판례 그 자체가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혹은 이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질문은 갱신의 ‘횟수’를 묻
는데, 판례는 ‘반복갱신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항목 5 수습기간(trial period)｣과 같이 설문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었다. ｢항목 21 집단해고 시 사용자에게 추
가되는 특별비용｣에서도 질문과 답변의 정합성이 약하다.
제3절에서는 OECD 고용보호지수의 기준으로서의 적정성을 기준의
‘적용’과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8년의「항목 1 통지 절차」에서 프랑스, 독일, 한국 3국의 고용보
호법제의 내용과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OECD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항
목 1에서 고용보호의 엄격성은 독일>한국>프랑스의 순이었다. 특히 경영
해고의 지연일수에서는 한국(40일)>프랑스(24일)>독일(15일)로 계산하
여 발표하였다. 이 결과는 3국의 고용보호의 실제와는 현저히 다르다. 우
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절차적 규제가 엄격한 독일과 프랑스를 우리나라와
같거나 약한 규제를 가진 국가로 보고 있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내용 측면에서도 기준으로서는 적정하지 못하
다. 먼저 고용보호법제를 고용과 노동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
장이 아니라 오직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그것도 비용의 측면에서만 파악
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오직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지
표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셋째, 노동규제의 국제비교를 다룬 여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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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들과 차이가 많다. 넷째, 실제의 유연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OECD
고용보호지수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것은 중간 또는 그보다 약간 유연한
정도이지만 실제의 고용조정 속도는 그보다는 훨씬 높다.

2. 맺음말 : 고용보호지수의 한계
노동, 고용, 노동시장 등 다양한 수식어를 앞에 붙였던 노동분야의 유
연화에서 그 홍보 또는 전파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고용보호법
제(EPL) 지수’이다. 각국의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중 주로 해
고와 관련된 법 규범을 중심으로 몇 가지 근로조건을 선정하고 그것에 일
정한 평가 점수를 부가한 후 각국의 노동법에 대한 평가 점수의 합계를
가지고 각 나라 고용보호법제의 ‘경직성’ 혹은 그 역인 ‘유연성’의 정도를
정하고 있다. 고용보호의 수준이 높게 나오면 고용보호법제는 경직적이
어서 나쁜 것으로, 반대로 고용보호의 수준이 낮게 나오면 고용보호법제
는 유연하여서 좋은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이런 방식의
평가는 위에서 보듯이 정확성과 기준으로서의 적정성에서의 문제점 외에
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각국의 노동법제가 가지는 법․제도의 다양성이 과소평가된다.
하나의 국가는 다양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노동․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의 법과 제도를 형성해 왔다. 이
중에는 국제적 수준에서 보편성을 띠는 것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와 의식과 관행 등에 기초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고려하여 독자적으
로 만든 특수한 것도 적지 않다.
둘째, 이런 평가는 각국에서 고용보호법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
위(비중)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약과 의사를 갖춘 병원도 없으면서 ‘전국민건강보험’을 법으로 정하고 있
다하여 그 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이 높다고 하지 않는다. 이 점은 고용보
호법제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를
100, 고용보호가 전혀 없는 경우를 0이라고 하고, 다음 경우를 상상해 보
자. 고용보호 수준은 100이지만 그것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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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20%인 A국과 고용보호 수준은 80이지만 적용률이 70%인 B국 중
어느 나라의 고용보호의 수준이 높다고 해야 할까? 한 국가의 고용보호
법제의 형식적인 규정 내용의 유연성과 경직성 정도를 ‘형식적’으로 비교
하는 것이므로 A국이 고용보호 수준이 높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의
약점은 A국의 고용보호법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로서 그
중 어느 것을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실은 대다
수의 국가가 고용보호법제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어느 것을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부르기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한 제도가 해당 국가에서 가지는 규범적․현실적 가치의 상대성
이 무시된다. 한 나라에서 가볍게 평가되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가볍게 보거나 형식적
인 근로자참가(경영참가)제도가 독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 제도이다. 공동결정 및 사업장협의회 제도는 독일의 거의 모
든 노동 법․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또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이
고 현실적인 전제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고 과정
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두 나라의 해고 규제에
서 근로자 측에 의한 규제 정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양국의 차이는 해고
관련 규정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에 관여하는 기구에 관한 규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앞의 질문에서는 뒤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
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평가의 가장 큰 한계는 그것이 노동법에 관한 통념이나 정
의감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이다. 다수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향상시
키는 것을 나쁘게, 역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돈의 자유와 자의를 제고하는
일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역사의 발전 나아가 사회 정의나 규범의식과 동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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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이 지난 30여 년간 고용보호의 수준을 낮추어
가는 한편 이를 보충할 만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유연안전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현
실에서는 거대한 자유화의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 삶의 불안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라는 판단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용보호가 완화되면서 불안정해진 노동시장에 조응하여
사회적 보호체계는 어떤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유연안정
화의 경로를 따라간 국가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자유화의 추세가 대세
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유연안정화라면 고용보호는 후퇴하면서 사회적
보호는 강화되는 추세를 일컫는 것일텐데, 실제로 덴마크조차도 이런 방
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화의 추세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과 경로는 Thelen(2012)이
주장한 것처럼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경로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
형론의 묶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륙유럽의 조합주
의 복지국가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지만, 이들 국가와 대비되는 현상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같은 국가들
에서 발견된다. 이들도 이중화를 완전히 피해갔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정도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둘 다 안전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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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정 정도 이중화의 추세도 발견된다. 그러나 경성이중화를 보이는 경우
와 연성이중화를 보이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
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개별 국가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좌파 조
합주의가 강하고,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이중화
를 피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호수준의 후퇴를 제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조합과 모든 사용자가 의무적
으로 가입하는 사용자단체가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나 서비스업종의 이해를 무시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덴마크도 중앙집중화된 사용자단체로 인하여 국가 수준
의 코포라티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여겨진다.
둘째, 흔히 노동조합 조직률로 표현되는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이 노동
계급 권력자원의 근간이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정치적으로 곧바로 실현
되지는 않으며 노동계급이 좌파정당을 통해서 구현한 정치적 동맹이 자
유화의 커다란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한다. 글로벌화는 탈규제
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글로벌화의 높은 파고도 좌파정당의 권력
에 따라서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우파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는 것이 반드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후퇴를 가져올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기간은 자유화의 큰 흐름이 지배하는 시기였고, 정
당들은 이 흐름 속에서 경쟁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소득보장은 기여와 급여가 연동되는 정도가 약하고 보편주의 원
리가 관철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
하여 이중화의 길을 피하고 통합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쉽다. 덴마크와 벨
기에는 정액급여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가지고 있고 실업기금재정에 투입
되는 정부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많은 사람에게 장기간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비교국가에 비해서 낮을지라도
주변적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고용불안정이 미래의 노후보장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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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설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보편적 기초연금은 노동시장불
안정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노후빈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사적연금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노인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적으로도 역진적인 효과를 낸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시간제 근
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다면 이들을 연금체계 내로 포
섭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사적연금
을 도입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이 주어져야 하
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동시장불안정성과 연금제도를 연계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는 시사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세에 재정적 기반을 둔 두터운 기초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자영업자의 존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
지 않고는 국민연금을 통한 재분배나 빈곤축소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며 국민연금이 져야 하는 부
담을 덜어줄 것이다.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고용이력을 가진 이들이 노인세대로 들어가게 되
면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견 가능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서구의 경험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재분배적 기제가 원활히 작동
하고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르딕국가들은 노후소득의 적정성
과 재정건전성 양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기억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제4장은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 수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노
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정도는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법 체계에 따
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율성을 존중하여 방임주의를 취하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호입법 지수가 낮으며, 공공복리에 입각한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고용보호입법 지수가 상대적으
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를 일반화시킨다면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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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 정도는 영미법계→북유럽(스칸디나비아)법계→독일법계→프랑
스법계 국가의 순으로 그 강도가 높아진다.
1998∼2008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고용보호는 추세적으
로 약화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협
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일
본,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가 관찰되며, 특히 스웨덴, 이탈리아의 규제완화 폭이 크다. 임시직 사용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국가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규제가 상당히 낮은
국가들의 경우이다. 집단해고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의 규제완
화 외에 대부분 변화가 없다. 결국 전체 고용보호입법 지수의 변화는 주
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호지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기관을
통한 지수 자료들(index data)을 분석에 사용하는 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의 참고자료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
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유연성을 중시하면
서, 고용보호지수를 노동법제 변화의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제5장에서는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을 계량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우리
나라 지표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다룬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각국
고용보호법제(EPL)의 엄격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정책 분야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용되는 자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지수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관해서는 연구가 적었다.
1999년, 2003년, 20008년 등 세 번에 걸쳐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를 당시의 우리 고용보호법제와 비교해 본 결과, 이 지수는
몇 군데에서 정확하지 않았다. 부정확성의 원인은 해고의 절차, 특히 경
영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발생하기도 하였고,
적용되는 법제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우리의 판례 자체
가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였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기준으로서의 적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해고의 통지 절차에서 프랑스, 독일, 한국 3국의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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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제의 내용과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실제 각국의 고용보호법
제와 상당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절차
적 규제가 엄격한 독일과 프랑스를 우리나라와 같거나 약한 규제를 가진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용에서도 기준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다.
고용보호법제를 사용자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분석하고 있고, 노동시
장의 유연성을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지표에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수는 다른 국제 조사들이나 실제의 유연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기준은 정확성과 적정성 외에도 ① 각국의 노동법제가 가지는 다양
성을 과소평가하고, ② 고용보호법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차이
를 고려하지 않으며, ③ 유사한 제도가 국가별로 가지는 규범적․현실적
가치의 상대성을 무시하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 물론 가장 큰 한계는 이
런 방식이 노동법에 관한 통념이나 정의감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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