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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ILO 100년의 정신과 일의 미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는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ILO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하
는 것은 당연하다.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를
설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Work for a Brighter Future)』이라는 보고서(이하 일의
미래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백 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은 더없이
적절하다. 이를 기반으로 6월 총회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 버금가는 ‘선언’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는 일의 미래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를 경청하면서 그 의미
를 되새겨보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잔혹하고 거대한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ILO는
탄생했다. 1919년 설립 당시 채택한 ILO헌장은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
능하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불의와 궁핍을 초래하는 근로조건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는 정의롭지 않은 번영
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고, 이 정신을 바탕으로 ILO는 ‘국
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을 통해 인류가 기본적으로 받아들
여야 할 원칙을 천명하였다. ‘자유, 존엄, 경제적 안정, 평등한 기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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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와 국제기구의 책임이라고 명시하였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면서 오랫동안 인류의 나갈 길을 인도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
지는 오늘날까지 조금도 빛이 바래지 않았다.
ILO가 천명한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데, 이를 실현해야 하는 환경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한
다. 기술, 기후,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에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도전이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대표되는 기술변화는 조만간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범용기술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우
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산업시대가 된다는 것은 곧 노동
과정과 노동조직, 그리고 노동조건이 모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 플랫폼기업을 통한
일감 분배, 그리고 인공지능의 설계에 따라 파편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사유
와 행위의 결합이라는 노동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다.
전통적인 형태의 종속적 임금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지칭하고, 이런 노동을 하는 자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면 ILO가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자영업 노동뿐 아니라 생
산적 무급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으로 인정받는 활동의 외연은 확대되어야 한다. 일의 미래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인식하에서, 인간능력과 노동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10가지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이 의제들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각 주
체들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 두 가지 메시지가 분명하다. 첫째, 사회계
약(social contract)이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확장하여,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보편적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선언에 나타난바, 노사정 대표가 동등한 지위에서 민주적인 의사결
정구조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정신을 계승하면서 주체의 범위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간 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의 미래 보고서가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적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

4_

2019년 5월호 <<

로서의 참여와 국제협력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지 않는 것이 없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행보를 결정해 나
갔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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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ILO와 사회정의 실현 : 100년 된 임무의 활성화

기획특집 ③ ILO 100주년 기념, 일의 미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 발간 배경과 그 의미

기획특집 ④ 일의 미래 : ILO의 미래담론과 한국에의 함의

2019년 국제노동브리프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특집 시리즈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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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ILO 100주년 기념 I

Special Feature

ILO와 고용정책 : 과거와 미래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2019)는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우리는 일을 통해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고 빈곤에서 벗어
나며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일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 소속감 및 목
적의식을 부여한다. 우리는 일을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
라볼 수 있게 된다. 일은 또한 사회적 결속을 형성하게 하는 연계와 상호작용의 사회연결
망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일과 노동시장을 조직
하는 방식은 사회가 성취하는 평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18)

이러한 점에서 실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상실하게 하고 각종
복지혜택의 손실을 겪게 하는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손실이 가족, 공
동체 및 사회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실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생산능력의
저활용을 의미하며, 숙련 및 경험 측면에서는 인적역량의 잠식에 해당한다.
고용이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고용 문제가 ILO 창립(1919년) 이래 가장 중
요한 활동 영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실제로 ILO 헌장 전문에서는 ‘실업의 예
방’을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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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을 맞이하는 ILO의 역사에서 실업의 예방은 한결 같은 목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ILO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일련의 경
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본 논문은 고용 분
야에서 ILO의 정책, 즉 ‘고용정책’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고용정책이라는 용어
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본 논문의 목적상 ‘완전하고, 생산적
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full,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정의한다(ILO 제122호 고용정책협약, 1964년). 앞으로 전개될 내용
에서 설명되겠지만, 이러한 ‘적극적 정책’이 다루어야 할 분야와 전반적인 경제 및 개발 정책
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 “태초에 세상이 있었다”: 경제위기, 전쟁 및 케인즈주의1)
ILO의 출범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만성적인 실업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실업을 시급히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본주의의 회복력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확신도 그 출범 배경에 있다. 최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결정한
역사적인 제1호 협약을 채택한 이후, ILO는 제2호 협약의 주제를 실업으로 선정하였다(실업
협약, 1919년). 협약에 수반된 권고(권고 제1호)가 고용 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공지출이
라는 케인즈적 발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2호 협약의 범위는 통계와 정보, 공공고용서비스
및 실업보험에 국한되어 있었다.
고용정책 분야에서 ILO의 초기 활동(1920년대와 1930년대)은 경제정책과 글로벌 거버넌
스 체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분석 및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되었다. ILO
는 생산량 변동(또는 경기순환)이 실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량과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국제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1) 아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은 Gerry Rodgers, Eddy Lee, Lee Swepston and Jasmien Van Daele
(2009), 국제노동기구와 사회정의(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Quest for Social
Justice), 1919–2009, Geneva: IL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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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에 의해 좌초되었다고 분석하면서 ILO는 당시 국제지불제도의 내
재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중앙은행의 설립, 고용지수를 이용
한 수요관리, 공공근로사업의 적극적 활용, 경기 침체기에 총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서 임금정책의 활용을 제안했다. 어떤 의미에서 ILO는 케인즈주의의 부상을 훨씬 앞서 대비
했다고 볼 수 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General Theory )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ILO의 일
관된 이해”를 언급했다.2)
결과적으로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실업이 개인적 실패가 아닌 경제시스템의 실패라
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국가는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수용되었다. 그 무렵 고용정책 조치들은 제2호 협약에서 구상된 범
위보다 훨씬 더 넓어졌으며 ‘완전고용’의 개념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발전
에 따라 ILO는 1944년에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 국제기구에 위임된 임무를 재
정립하게 되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로 잘 알려진 필라델피아 선언은 완전고
용이라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 ILO 세계고용 프로그램(World Employment Programme, 이하 WEP)
ILO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생성된 동력을 기반으로 고용 관련 활동을 확대했다. 특
히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방안에 집중했다. 이러한 정
책 틀(policy framework)의 발전과 함께 그 정책 틀을 개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 역시
증가했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있다. ILO는 1950년대까지 선진산업국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난 국가의 대열이 늘어나면서 신생독립국의 산업화(또
는 경제발전)와 완전고용의 달성 방안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민
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ILO보다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경제사회이사회

2) Keynes, J.M.( 1936 ),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 London:
Macmillan,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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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OC)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근본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했다. UN의 관련 활동은 아서 루이스(Arthur Lewis)와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선구적
인 연구결과물인 ‘개발경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50년대의 상황은 개발전략과 고용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적 이슈가 ILO 활동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한 고용정책은 숙련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개도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
징인 불완전 고용과 비공식 고용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책 편향은 선
진국에서 강력한 일자리 증가세와 함께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ILO가 고용정책 분야에서 개도국에 제공한 기술적 지원의 대부분은 직
업훈련제도의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의미는 있었으나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다. 개도국에서는 투자가 불충분한 데다가 구조전환이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ILO의 접근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완전고용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한 ILO는 고용정책협약(제122호)을 채택했
다. 동 협약은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과
그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에도
시의성을 지닌 이 협약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국가의 발전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ILO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했다
는 점이다. 완전고용은 선진산업국에서는 널리 수용되는 목표였으나 개도국의 경우 적용가능
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동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ILO
감시기구와 기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정책 조율이 가능
해진 것이다. 셋째, 동 협약은 고용정책을 ILO 핵심가치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은 ‘완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선택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노
사정의 참여를 통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3) Rodgers et al.(2009),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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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변화는 1969년 WEP의 출범이었다. 제122호 협약을 개도국에 적용하겠다는 ILO
의 야심 찬 계획과 함께 출범한 WEP는 고용중심적 전략으로 경제발전과 빈곤감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생산적 고용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
이며, 따라서 고용중심적 개발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선호할 만
한 대안이라는 확신이 WEP를 견인한 원칙이었다.
WEP가 추진한 정책 틀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는 언급할 가치가 있
다. 먼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조치(예: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이 외에도 누진과세, 토지 개혁 및 독점 규제와 같은 강력한 재분배 조치들을 촉구했다. 이러
한 정책 조치들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모두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지속가
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성장을 통한 분배(Distribution with growth)’는 WEP
의 캐치프레이즈였다. 둘째, WEP는 개도국에서 수행된 일련의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기반으
로 비공식 고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을 개발했다. 당시 비공식 부문은 ‘불법’ 및
‘기생’ 활동과 동의어로 취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또는 비
공식 고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WEP는 비공식 부문이 도시와 농어촌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다 긍정적인 정책적 접근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공식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
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권고는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결국에는 많은 개도
국과 국제기구가 비공식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격동의 시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ILO가 고용정책에 큰 영향을 남겼던 시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어진 1980년대는 격동의 10
년이었다. 이 시기는 경기침체와 영국의 마가렛 대처 및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레짐(policy regime)은 자유시장
주의 논리를 이용하여 ILO 활동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제노동기준과 노동시장
규제의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다. 노동기준과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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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영화 및
복지국가의 약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노조와 단체교섭의 역할 축소
및 지위 약화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개도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비껴갈 수 없었으며, 실제로
IMF와 세계은행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적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실험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다.
현재 소위 ‘적하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으로 불리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ILO가
내놓은 대응은 제한적이고 효과도 미미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굳건했기 때문에 ILO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ILO 내
부에서도 노사정 삼자구성 주체 간(특히 노측과 사측 간) 견해가 양분되었기 때문에 정책 대
안에 대해 나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정치적 상황하
에서 주요 거시경제 및 구조전환에 관한 ILO의 전문적 역량은 점차 약화되었고 그 결과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역시 하락했다.

1990년대에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구
공산권 국가에서 중앙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세계적인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에도 세계은행과 IMF가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충격요법’ 또는 ‘빅뱅’ 접근방식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민영화,
무역 및 환율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고 잠재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고용보호와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외면을 당했다. 이러한 제도는 급진적인 경제이행 과정에서 절실히 요구되었다. 불리
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빅뱅’ 접근방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ILO의 경고는 주류 정치
권에서 큰 반향을 울리지 못했지만, ILO는『 세계고용보고서(World Employment Report)』
등을 포함한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ILO는 세계적인 고용문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으므로 조율된 행동(concerted actions)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완
전고용이라는 목표가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목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
했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당시 유행했던 ‘노동의 종말’에 관한 주장과 완전고용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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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자유주의적 냉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 양질의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 및 세계 고용 의제
(Global Employment Agenda)를 통한 고용정책의 부활
2000년대 말부터 상황은 다시 변했다. 특히 1999년에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
념이 도입되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동 개념의 4대 전략목표로서 고용정책의 중요성
이 다시 부각되었다.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ILO는 고용정책에 관한 일련의 고위급 포
럼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물이 ‘세계 고용 의제’로 탄생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하에서 ILO는
정책연구를 강화했으며 당시 지배적인 정책 틀의 근저를 이루는 신화의 정체를 밝히는 데 초
점을 두었다. 우선, 세계화가 혜택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의 불균등한 배분이 불평등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ILO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시급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둘째, 노동시장의 근시안적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소득의 측면에서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이어서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 고용과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예: 임
금협상, 고용보호,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설계한다면 노동시장을 더
욱 튼튼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ILO
는 특히 IMF와 OECD 및 세계은행의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 편향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
다. 셋째, ILO는 모든 경제 및 산업 정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류화하는 ‘친고용적’ 거
시경제 정책 틀을 제안했다. 넷째, 숙련개발 및 교육훈련은 ILO 고용정책 틀의 대표적인 특
징이다. 이 분야에서 ILO는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개
발하고, 특히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숙련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인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es)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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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기술변화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여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관한 논의
가 활발해지면서 ‘노동의 종말’에 대한 대중의 불안이 함께 상승한 반면,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
한 대안적 방안(예: 보편적 기본소득)을 모색하는 노력 또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일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일의 미래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기
술변화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와 일의 미래에 관한 논의 속에서
완전고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예: 지속가능발전목표 8(SDG8))이 상
당히 진행되어 왔다. 완전고용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전략과 접
근방식으로 정책 틀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개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두 가지 전제는 모두 일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평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일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GDP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 척도가 측정하는 ‘유급노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책 목적상 일의
개념은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생산적 무급노동(예: 돌봄 노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예: 임금)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인적자원의
저활용은 소득과 생산량의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것은 개인(예: 인적자본의
잠식)뿐 아니라 경제 전반(예: 잠재생산량의 감소)에 대한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경제위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실업이 건강, 가족,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인적자원의 저활용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 비
용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일에 대한 시장에서의 보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에 일의 사회적 가치 는 개인적 가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일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인정하는 것은 향후 정책방향의 수립에 상당한 함의를 갖는다. 진정한
문제는 사실 로봇이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의 경제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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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3대 핵심 의제와 10대 권고
인간능력에 대한 투자 확대
1.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애과정 동안 숙련습득, 숙련향상교육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경로를 구축하고, 고령근로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노
동시장 이행(labour market transitions)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정책 및 전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3. 남성과 여성이 돌봄 책임을 동등하게 분담하도록 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며, 여성의 집단적 이해대변을 강화하고,
성차별을 없애고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시킴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변혁적이며 측정가능한 의제를 이행한다.
4. 지속가능한 재원과 연대의 원칙 및 위험분담원칙을 기반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출생에서 노년까
지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노동제도에 대한 투자 확대
5. 노동기본권, ‘ 적절한 생활임금 ’ , 근로시간 제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을 포함하는 노동보호 최저선(a labour
protection floor)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노동권(Universal Labour Guarantee)을 확립한다.
6. 보장받은 최저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하는 기업의 필요를 조건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무일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지를 늘리는 근로시간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을 확대한다.
7. 공공정책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
8.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술을 활용 및 관리하고, 기술에 대해 ‘인간 주도적’ 접근방식(human-in-command approach)
을 채택한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
9.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10. 실물경제에 대한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웰빙,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평등을 향한 성과
를 측정하는 보충지표를 개발한다.

자료 :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201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표 2, p.51).

기업은 일자리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이러한 결정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
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 또는 국가는 사적 이익을 사회적 이해관계에 맞
추어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람들이 생애주기 동안 수많은 일자리 이행경로
를 탐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날 일의 세계에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
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이 바로 일의 미래를 좌
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의 리더십하에서 시작된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표 1 참조). ILO는 보고서의 권
고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의 고용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6월 열리는
ILO 설립 100주년 총회의 결과물 역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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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와 사회정의 실현 :
100년 된 임무의 활성화
Damian Grimshaw (ILO 연구국장)

국제노동기구(ILO)는 창립 이래 지난 100년간 일의 세계에서 권리 향상, 보호 강화 및 불
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과 세계평화에의 기여라는 고유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오늘
날 일의 성격이 크게 변하였고 우리가 미래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
운 100년을 시작하는 2019년의 시점에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질문은 ILO가 맡은 이 임무
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의성이 있는가이다.
유급노동에 생계를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복잡하고 두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
과 정부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앞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
을 시급히 찾을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 기후변화의 위험,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일의 미
래에 난해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외에도 덜 언급되고 있지만 덜 중요한 것은 아닌 다
른 도전과제들도 있다. 불평등의 확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지속적인 불이익, 금융화
(financialization)로 인한 불안정화 효과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로 결합되면 일의 세계에 대한 가공할 만한 도전과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도전과제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ILO가 발간한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이하 위원회) 보고서1)의 권고를 토대
* 본 원고의 프랑스어 버전은『 La Vie économique』에 게재되었으며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
며 ILO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1) 보고서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ilo.org/global/topics/future-of-work/publications/

18_

2019년 5월호

《

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접근방식을 고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변화는 매혹과 두려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로봇이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와 데이터의 국제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서는 저렴한 가
격으로 고품질 가구를 생산하는 ‘코봇’(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이 활용되면서 고숙련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ILO 보고서2)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마이크로태스크 근
로자(microtask workers)’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집단을 양산하고 있다. 이 근로자들은 아마
존 MTurk(Mechanical Turk)나 Microworker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아웃소
싱하고 경매 방식으로 배분되는 다양한 종류의 반복적이며 지루한 작업들을 수행한다.
광범위한 기술변화를 한눈에 살펴보면,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다시 창
출되며, 많은 일자리가 변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인간 주도
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며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각국
정부대표가 ILO에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미지수가 많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이다. 즉 어떤 숙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이다.
기후변화 및 경제의 녹색화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 노력은 일의 세계에 또 다른 만만찮은 도
전과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와 도시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제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파급효과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유한 국가
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활동의 영향을 주로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 받는다는 사실은 부
당함의 잔인한 장난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해
수면이 1미터 상승하면 베트남 농지의 7%가 침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몇 세대에 걸쳐 생
계를 지탱해 준 일자리와 소득이 일거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환경효과 측면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균형은 ‘환경오염산업의 이전’으로 더욱 악화

WCMS_662410/lang--en/index.htm
2) 보고서는 https://www.ilo.org/global/publications/ books/WCMS_64533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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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최근 몇십 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또는 무역협정을 통해 오염집약산업이 저소득 국
가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부유한 선진국에서 판매될 제품을 생산하는 더럽고, 유해하며, 안
전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기후변화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은 양질의 일자
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시급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의 미래에 대한 세 번째 주요 도전과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
실 하나는 고령화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가 간에 동일하지 않은 특성이 존재
하므로 고용, 연금 및 평생학습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라질
에서는 ‘아래로부터의 고령화(aging from below)’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십 년간
상당한 규모의 청년층이 핵심근로연령대에 진입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과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총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브라질의 고령인력을 위한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반면 독일과 일본에서는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 두터운 핵심근로연령층이 고령인구
로 이동함에 따라 ‘위로부터의 고령화(aging from above)’가 진행되고 있다. 부양비, 고용으
로부터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여 연금을 지원하는 방안, 필요한 경우 고령자를 위한 양질
의 고용기회 제공이 논의의 중심이다. 미국은 인구구조가 독일보다는 브라질과 더 유사해 보
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젊은 인
구구조를 가진 나라 중 하나에 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민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독일이
나 일본에서 발견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두 번째 도전과제로 제시한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지나치게 높고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높을 경우 여러 시
장신호가 왜곡되고 피드백 효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예컨대 빈곤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고용 이외의 소득보장이 불충분한 경우 자주
발생함) 근로자는 양질이라는 관점에서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이를 가용 가능하며 일할 의지가 있는 노동력의 공급이 존재한다는 신호로 해석
하게 되면, 고숙련 일자리를 설계하기 위한 유인책은 사라지고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부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부 국가의 개혁이 큰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 간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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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증가율(%)

[그림 1] 세계적인 불평등과 성장의 코끼리 곡선(198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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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ID.world(2017).3)

등 축소에 기여해왔다. 실제로 중국과 같은 일개 국가에서 이뤄진 생활수준의 개선은 전 세계
적으로 불평등의 실상을 상당히 변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은 소득전망이 최악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그림 1 참조). 극빈 수준이 하락하긴 했지만, ILO 자료에 따르면 아직
수억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빈곤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며 양질의 생활수준을 영위하
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하면
가정과 시민생활에서도 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과소대표되어 있고, 직업 사다리에서도 낮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소득이 적다. ILO가 70개국 이상(전 세계 임금종사자의 약 85% 수준)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편차는 크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0% 정도 임금을 적게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wir2018.wid.worl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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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4) 미투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성희롱과 성차별(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는 여성이 대상이 됨)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 실현에 큰 장애물로 작용
하고 있다.
마지막 도전과제는 장기투자에 대한 필요성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장기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우 흔히 단기적인 기
업가치 극대화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치에 집
중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위해 기업 결정과 정부 정책의 세대 간 영향을 고려하도록 촉구하
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상충될 수
있다. 장기투자는 숙련개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및 제품과 생산과정의 혁신을
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된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적 상황은 심히 우려된다. 일의 세계의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
민주주의, 평등 및 연대의 가치와 같은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의 핵심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세계 곳곳에서 감지된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ILO는 현재의 기
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복잡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의 세계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에 대한 집단지식
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관심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매우 유용
한 로드맵을 위원회가 제시하면서 사회계약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강화된 사회계약은 미
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도구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 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경제에 지속적

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진보의 정당한 몫, 권리에 대한 존중 및 위험으로부터
의 보호” 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의 세계의 모든 당사자들이 협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계약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위원회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개입과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첫째, 노동의 상

4) 보고서는 https://www.ilo.org/global/publications/books/WCMS_650553/lang--en/index.htm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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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제도의 쇄신이 필요하다. 모든 형태의 고용에 종
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권 및 기본적 근로조건(적절한 생활임금, 근로시간 제한 및 안전
한 일터를 포함)을 보장하는 보편적 노동권(universal labour guarantee)이 가장 중요한 부
분이다. 이는 사회적 보호를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에 관한 세계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현재 세계 고용인구 5명 중 3명, 아프리
카 대부분 지역에서 90% 이상이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중(2016년)
20% 미만
20% ~ 49%
50% ~ 74%
75% ~ 89%
90% 이상

자료 : ILO(2018),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제도 쇄신은 또한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노조와 사용자 단체는 노동
력의 변화를 보다 잘 대변하기 위해 혁신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의 혜택과 범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
리를 자영업과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환과정들을 ‘인간중심적’ 발전 경로로 이끌 수 있도록 새로
운 규칙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더 이상 GDP 성장 목표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사회정의가 목
표라면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의 사회적(건강 부작용 등)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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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외부효과를 측정하는 척도와 경제성장의 분배적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이에 포함된
다. 나아가 각국 정부는 건전한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누진적이며 지속가능한 조세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의 경쟁적인
인하를 중단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해 새로운 원천지국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IMF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외나 ‘텅빈 유령회사’에 은닉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생산적 자
산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방안 역시 필요하다.
셋째, 인간능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개인의 능력을 잘 실
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책임의 동등한 분담, 급여구조의 투
명성 제고, 혁신적인 가족지원 조치 및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의 근절을 성취하기 위해 ‘성평
등을 위한 변혁적 의제(transformative agenda for gender equality)’가 요구된다.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가 21세기에 적합한 교육과 숙련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근로환경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가 완충작용을 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권리(universal entitlement to lifelong learning)’를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근
로자는 일정 정도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사회정의에 대한 의식
을 형성한 상태에서 구기술 기업에서 신기술 기업으로, 또는 환경오염산업에서 청정산업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필요한 제도적 도구는 근로자의 생애단계
별로 상이하며, 학업 종료 후 노동시장 진입기,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기, 경력전환기, 연금소
득 보충을 위한 근로연장기 또는 고령의 은퇴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ILO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다.
향후 과제는 일의 세계의 모든 행위자들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를 인식
하고,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구조와 고용의 다양한 형태(비공식 가사노동자와 노점상에서부
터 교사와 프리랜서 언론인에 이르기까지)에 동 목표의 규범력(normative power)을 적용시
켜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미래 경제정책과 기업관행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
가 함께 노력할 때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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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ILO 100주년 기념 I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ILO 100주년 기념, 일의 미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
발간 배경과 그 의미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위원)

■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ILO
1919년 서구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할 때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총회 6월)에 설립 100주년을 맞는다. 정부 간 기구인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와 달리, ILO는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삼자가 구성원인 특별한 조
직이다. 그리고 사실상 노동조합이 주인이다. 이 조직은 같은 해에 태어난 국제연맹이 와해
될 때에도 살아 남아 지금까지 전 세계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4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 설립된 후 유엔 산하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문기구
(specialized agency)가 되었다.
ILO는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규범을 만들고, 또 협약
비준 국가가 그것을 잘 실행하는지를 감독한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어린 아이들
이 동원되는 소년병 문제, 학교에 갈 아이들이 노동에 착취되고 있는 아동노동의 현장, 인종
차별, 불가촉천민 등 신분에 따른 노동착취, 여러 형태의 여성노동 문제 등등을 위해, 2017년
현재 아동노동조약, 강제노동조약 등 200개가 넘는 노동관련 협약을 갖고 있다. 세계의 나라
들은 이 조약들에 가입하여 정의롭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 노력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
*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총 27명으로 구성된 ILO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에 유일하게 한국 대표로 참여한 위원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고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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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여러 협약에 가입했으며,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
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핵심협약을 2019년까지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해마다 6월에 열리는 총회에 참여하여 여러 노동문제를 제기하고 토
론하면서 ILO가 주도하는 새로운 규범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ILO가 노동조합과 관련 없
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멀리 있는 조직인 듯 보이지만, 200개가 넘는 협약들의 내용에 상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ILO는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이다.1)

100주년을 맞으며 ILO는 좀 더 나은 ‘일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6월 총회에서
선언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ILO 선언은 협약의 설립ㆍ운영과 별도로 노동의 권리에 관
하여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다.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
품이 아니다’로 시작된다. 이 선언은 빈곤, 불평등, 평화 등의 원칙이 노동권의 근본임을 천명
하였다. 이는 바로 다음해 설립된 유엔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니, ILO는 인권의 큰 줄기인 사회
권을 이끌어온 주역임이 확실하다. 1977년에 공표한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
자 선언’은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계속 가다듬어 2017년에 제5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1998
년 ‘일터의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에 이어 2008년에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공
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Social Justice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세계화 과정에
서 이루어진 불평등과 금융조직의 횡포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과, 그와 함께 진행된 고용형태의 변화, 그리고 신자유
주의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ILO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20여개국의 23명과 ILO 이사장단과 사무총장 4명으로 구성된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이하 위원회)를 설립했다. 2017년 10월에 제1
차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네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ILO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의 미래 보고
서를 완성했다. 위원회 설립 이전의 작업에서 만든 논의 틀은 네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ILO에 참여하
여 일본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ILO 29호 조약인 강제노동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 위반
으로 문제제기했다. ILO 내의 기준적용전문가위원회는 이것을 명백한 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
고 일본정부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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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수정되었다. 논의는 한편으로 기술발전과 그에 따른 고용 및 노사관계의 형태변화, 다른 한
편으로는 기술발전의 불균등성이라는 두 축이 교차되면서 방향을 잡아갔다. 위원들의 의견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인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ILO의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
ILO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사회정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7대 100
주년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2015년 6월 104차 ILO 총회에서 사무총장은 그 핵심 사업으
로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를 제안했다. 7대 이니셔티브
란 일의 미래 외에 빈곤철폐, 근로여성, 녹색 일자리, 국제노동기준, 기업, 거버넌스이다.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이주노동, 생산방식 및 고용형태의 변화 등 일의
세계를 둘러싼 변화요인이 고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보장
을 위한 각국 노사정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2015년 12월 사무총장은 ILO 회원
국가들에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어 2015년 말부터 2017년 중
반에 걸쳐 일과 사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직업, 일과 생산의 조직, 일의 거버넌스라는 네 개
의 구조화된 대화를 여러 국가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ILO는 일련의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적어도 다음 세 개의 주요 보고서를
언급할 만하다.『 우리가 바라는 일의 미래: 글로벌 대화(Future of Work We Want: A Global
Dialogue)』,『 일의 미래에 관한 국가 대화 통합보고서(Synthesis Report of the National
Dialogues on the Future of Work)』,『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착수보고서(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가 그것이다.
ILO는 2017년 4월 6~7일 ILO 본부에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 회의를 열었는데, 세계의 유수
학자들과 노사정을 대표하는 70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이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일
과 사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직장, 청년을 위한 일의 미래, 일과 생산의 조직, 일의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다.2) 이 논의의 틀은 이후 보고서에서 청년을 특화한 부분만 제외하고 4개의 부분으
2) work and society, decent jobs for all, How to shape the future of work for you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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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위원회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ILO가 노동(labour) 대신 일(work)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자가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
하고 자본이 그 반대편에 있던 과거의 노동과 노사관계의 개념으로는, ILO 설립 100주년이 된
지금, 다양화되고 복합적이 된 여러 형태의 ‘일’을 파악될 수 없게 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LO는 일과 사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직장, 일과 생산의 조직, 일의 거버넌스의 네 가지 항
목을 각기 더 세분한 항목을 가지고, 168개 국가에 대화를 요청했다. 그중 113개국이 국가
또는 초국가(supra-national) 수준의 삼자 대화에 참여했다. 그 논의결과를 정리한 것이 통
합보고서이다.3)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위해서 지난 100년간의 변화를 요약한 후, 위 네 개의
틀을 보다 간결하게 개념화시켜 정리한 것이 착수보고서이다.4) 위원회는 이 보고서들을 기초
로 하여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의 구성과 경과
위원회의 구성
2017년 8월 21일 ILO는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ILO 집행부에서 구
성한 것으로 알려진 위원회는 23명의 위원과 ILO 이사회 의장단 3명, 그리고 사무총장, 총

27명이었으며 다수의 ILO 스탭들이 배석했다. 잠시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자. 우선, 성별을
보면, 여성이 8명,5) 남성이 19명(ILO의 4명 전원이 남성)으로 여성 비율이 매우 낮다. 위원들
은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로부터 다각적으로 충원되었으나, 정부 관련 위원이 현저하게 많
of work and production, governance of wor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wcms_570282.pdf
3)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
wcms_591505.pdf
4)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
wcms_591502.pdf
5) 처음 모리셔스 대통령(여성)이 스웨덴 총리와 공동 의장을 하다가 중간에 하차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남성)이 그 뒤를 이어 받았다. 따라서 여성위원은 처음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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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명). 기업 측에서 3명, 노동조합 대표는 단 한 명이다. 그 밖에 NGO, NPO, 싱크탱크 등
에서 5명, 대학교수가 6명인데 그중 3명이 경제학자였다. 다음 지역별 구성을 보면, 서유럽,
미국이 9명, 아시아, 아랍이 7명, 아프리카 4명, 동유럽 1명, 중남미가 2명이다. 아시아와 아
프리카 출신의 위원들 중에도 활동무대가 미국인 경우가 많아서, 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서유
럽·미국 편향인 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위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관점이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은 남성 중심, 정부 중심,
서유럽·미국 중심이라는 주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첫 위원회에서 위원들
이 받아든 논의의 내용과 방향도 이러한 주류적인 경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부대표 중 두 위원장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이 노동운동 출신이고,
OXFAM 등 세계 유수의 국제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충원이 크다. 특히 인도의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나 아랍국제여성포럼과 같은 여성조직을 대표
하는 위원들이 포함되었으며,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도 있었다. 학계도 경제학자뿐 아니라 정
치학,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폭넓게 위원을 충원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큰 틀
에서 서구 중심의 기술·노동 변화에 중심축을 두면서도 여성, 개도국, 농촌 문제 등에 시야를
넓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논의의 형식
2017년 10월 20~22일에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이어서 2018년 2월 15~17일에 2차
회의, 2018년 5월 15~17일에 3차 회의, 그리고 2018년 11월 15~17일에 4차 회의를 열었
다.6) 네 번의 위원회는 두 공동 위원장의 사회로 모든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7) ILO는 이 네 차례의 위원회 중간에 여러 형태의 심포지엄과 현지 조사
및 정책대화 등을 조직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이 회의들에 참석할 것을 권
6) 2015년 사무총장의 총회에서의 제안부터 2019년 최종보고서 발표 및 6월 총회에서의 권고 논의 예
정에 이르는 경과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할 것(https://www.ilo.org/global/topics/
future-of-work/WCMS_546802/lang--en/index.htm).
7) 2박 3일의 회의는 첫째 날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작되어 다음날 종일, 그리고 셋째 날 오전까지 식사시
간까지 포함하여 꽉 차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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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았다. ILO는 이 여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 웹캐스트와 문서로 내용을 제공
했다. 이 모든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된 것이다.

논의 내용의 변화 : 기술변화에서 인간 중심으로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본격적인 보고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보고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
를 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의 미래 보고서는 이미 발표되어 있는 수많은
기술적(technical)이거나 분석적인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아
니다. 노사정 모두가 명확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짧고 구체적이며 정치적인 보고서가 될 것이
며, 사회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권고(recommendation)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우울한
미래가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최종보고서는 2019년 1월에 발표하며 2019년 6월 총
회에서 선언(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잠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ILO에서 준비한 통합보고서와 착수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27명의 위
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두 보고서에 포함된 풍부한 내용
과 분석, 비전에 대하여 평가하는 한편, 여러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성평등 문제, 초기 교육뿐
아니라 취업 후까지 연결되는 교육의 중요성, 농촌, 비공식 경제에 대한 고려, 선진국-개발도
상국의 불평등한 관계, 그와 연관된 밸류체인에서의 문제점, 국제노동이주 등과 같은 점이 4
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의 다른 한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1944년에 선
언했다면, 이제 100주년을 맞이한 ILO는 “일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도 나왔다.

1차 회의 이후 위원회는 초기 4개의 주제를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일의 역할, 여성에 대한 불
평등의 종식, 사회·환경·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모든 단계별 교육의 변화 관리, 성장과 발전
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일의 미래 거버넌스의 6개의 주제로 확대·개편했다.8) ILO는 이 주제에
8) The role of work for individuals and society, Bringing an end to pervasive global women’s inequality,
Technology for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development, Managing change during every
phase of education, New approaches to growth and development, The future governanc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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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최신 경향을 정리한 보고서(이슈브리프)를 위원들에게 보내서 2018년 2월 15~17일
의 2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제3차 회의(2018년 5월 15~17일)에서 1, 2차 회의를 통
해 논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를 위해
ILO는 최종보고서 개요를 미리 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배포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히 ILO
를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3차 회의 직후 ILO는 최종보고서 작업에 착수하여, 7월 30일에 1차 원고를 위원들에게 배
포했다. 위원들은 각자 초고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ILO로
발신했다. 11월 1일에 다시 2차 원고가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8
일까지 4차 회의가 개최되어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확정했다. 다소간의 내부 조정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22일 ILO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는 최종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Work
for a brighter future)』을 발표했다.

■ 일의 미래 보고서 개요 및 권고
일의 미래 보고서는 처음 다소간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논
의에서 출발했지만, 전 세계의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에서 충원된 위원들로부터 제기된 불평
등(젠더, 선-후진국, 이주노동자, 비공식 경제, 농촌, 여러 단계의 교육 등)의 문제들을 반영하
여 처음의 네 가지 틀에서 대폭 수정된 10개의 권고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
서의 핵심 의제는 ‘인간 중심(human-centred)’이다. 미래에 몰려올 기술변화에 인간이 수동
적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기회로서 활용해서, 인간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근간에는 성장, 평등(equity),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사회 모든 곳에서 추구하는 기본원칙이 있다.9)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인간 중심 의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9) 이 내용에 관해서는 ILO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2019), “Work for a brighter
future ” 참조, https://www.ilo.org/wcmsp 5 /groups/public/---dgreports/---cabinet/
documents/publication/wcms_662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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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투자확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에 대한 투자확대. 첫째, 역량강화
부분은 ①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보장 ② 일과 경제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 ③ 성
평등 ④ 사회보호, 둘째 제도 부분은 ⑤ 보편적 노동권 ⑥ 노동시간의 유연성 ⑦ 사회적 대화
⑧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체계, 셋째 양질의 일
부분은 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 지속가능한 투자지원 ⑩ 책임 있는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기업 인센티브 구조 개혁10)으로 구성되어 총 10개의 권고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다. ILO는 3월 초에 위원들에게 위에 언급한 10개의 권고를 요약해서 보냈다.11) 수년에 걸쳐
서 수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보고서는 2019년 6월 총회에서 선언의 형태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10) 이 보고서의 국문번역은 고용노동부(2019),『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참조.
11) The 10 recommendations in brief:
- Universal entitlement to lifelong learning.
- More support for people in work transitions, both through different stages of working lives
and into changing economic sectors.
- Transformative, measurable steps to achieve gender equality.
- Life-long universal social protection, including a social protection floor.
- Establishing a Universal Labour Guarantee for all workers, regardless of employment or
contract status.
- Giving workers greater control over their working time, including maximum limits, while
taking into account employers’ needs for flexibility. This would include a guaranteed
minimum for ‘on call’ workers.
- Revitalizing collective representation and social dialogue.
- A human-in-command approach to technology and an international governance system for
digital labour platforms.
- Supporting long-term, sustainable investment in key areas that support the transformations
we all want. For example the care economy, green economy, rural economy and
infrastructure can create millions of new jobs.
- Reshaping business incentive structures to encourage long-term, responsible investment in
the re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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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일의 미래 보고서(선언)의 사회적 효과를 위하여
보고서는 보편적 노동권이라는 다소 획기적인 권고와 취업 이전의 교육뿐 아니라 기술발전
을 따라잡는 교육(re-skill, up-skill)을 제안했으며, 농촌경제와 비공식 경제, 고령노동자에 주
목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선-후진국 격차, 초국적 기업의 책임성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채 결론 부분에서 ‘이주·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이 다른 유엔 기구들의 책임으로 거론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노동시장이 동질
적인 하나가 아닐 때, 보편적 노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될 수 있을까. 이 보고서는 젠더로 인한
균열에는 주목했지만, 민족·인종(ethnicity)으로 인한 이중노동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언급이
없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와 같은 영향력 있는 문구가 이번 선언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원들
이 본국으로 돌아가 활발하게 이 보고서의 의미를 확산하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심포지엄을 조직하여 토론하고 인도 차원의 일의 미래 보고서를 만들고 있
다.12) 한국에서도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일의 미
래 이니셔티브부터 보고서까지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또는 선언)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ILO의 핵심협약에 가입하면서 일의 미래 구상에 힘을 기
울이게 된다면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되겠다. 보고서의 다소의 아쉬움
을 우리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채울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주노동자와 그 밖의 소수집
단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수준 높은 인권규범까지
개도국에 전파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어 본다. 시민 모두의 인권감수성과 책임·배려 의식이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12) 두 사람의 위원이 있던 인도에서, 강력한 여성단체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의
대표인 여성위원이 조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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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래 : ILO의 미래담론과
한국에의 함의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ILO의 ‘일의 미래’ : 미래 담론에 관한 ILO의 접근법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대응으로 1919년 설립된 국
제기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정의(Social Justice)와 노동권을 촉진하기 위한 UN
의 전문적인 독립기구(특별기구)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UN의 특별기구 중
ILO는 참여 및 협력,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노사정의 삼자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ILO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정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정부 간
국제조직이다. 그러므로 ILO는 정부 간 공식 국제기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NGO 단
체와 같은 비정부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ILO가 제시하는 사회적 담론 역시, 노
동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주제임은 물론 노사정의 구체적인 역할을 도출해야 하
는, 실천적 담론으로 인식해야 한다.
1) ILO는 1919년 창설 당시 베르사유 조약에 기반한 국제연맹의 전문기구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후 1944 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하여 헌장을 재정립한 후 1946 년 UN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
었다. UN 산하에는 다양한 기구가 있는데, 크게 ① 사업 또는 기금을 위한 기구(United Nations
Programmes and Funds), ② 전문·독립기구(Specialised Agencies & Related Organisations), ③ 기
타 기구 및 기관(Other Bodies)으로 구분된다. ILO는 전문·독립기구 중에서 1865년 설립된 국제전
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1873년 설립된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WMO), 1874년 설립된 세계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
에 이은 네 번째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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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ILO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제시하고 있는 ‘일의 미래’와 그 속에 포함된
실천과제들은 전환점을 맞은 ILO의 미래 가치에 대한 방향 제시임과 더불어, 각 회원국의 노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LO가 제시한 화두는 ‘일의 미래’ 혹은 ‘더 나은 노동의 미래’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work’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정의 준비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는 ILO
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용형태의 변화나 일자리의 예측을 넘어서,2) 포괄적인 일 내지 노동
의 미래상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노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기술, 일자리,
기업, 무역 등)와 함께 그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기본 기조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일의 미
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구분, 즉 기존의
ILO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이념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제시되지 못했
던 새로운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공유경제, 디지털 등
을 활용한 생산방식과 서비스, 비즈니즈 모델의 변화가 가져올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속에
서, 새로운 것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을 포함한 관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익숙한 것에 대한 확
인 과정은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ILO의 ‘일의 미래 보고
서’는 여전히 ‘인간 중심 의제’가 ILO의 기본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 Decent Work 논의를 통해 본 Future of Work
ILO의 ‘일의 미래’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에 대
한 혼재,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과정은 지난 20여 년간 진
행되어 왔던 Decent Work 논의을 생각나게 한다.
2) 예컨대 World Economic Forum에서 나오는 “The Future of Jobs”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의 변화(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물론 목적에서도 ILO의 ‘일의 미래’보다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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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천명한 ‘Decent Work’의 개념은 ILO가 설립된 1919년 이후 지
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가치와 이념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양극화
가 세계 공통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세계화에 대하여 노동
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한 이 개념은 2000년대 ILO의 지속적인 논
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왔다.3)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이, 기술 활용 및 관리에 기반한 ‘Decent Work’의 촉
진 역시 기술에 대한 ‘인간주도’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Decent
Work’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속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이를 어떻게 번역하는
지, 그리고 그 담론을 어떻게 재배치하는지에 관한 인식의 차에서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
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노동(work)’이라
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 정의로부터 출발하였다.4) 기존에 ‘Decent Work’에 대한 번역을 보면,
‘양질의 노동’, ‘양질의 일자리’, ‘품위 있는 노동’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일찍이 ‘크게 문
제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하다는 의미를 가진 decent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
되지 않는 문제5)’는 ‘Decent Work’ 논의를 추상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반적
으로 ‘Decent Work’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듯하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
라는 표현은 ① ‘Decent Work = Good Job’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② work를 단
순히 일자리로 해석할 경우 decent work에 포함되어 있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가 간
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결국 ILO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담
기 위해서 ‘일다운 일’이라는, 다소 동어반복적인 의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6)
3) ILO 역시 신자유주의적 분위기에서 양적 고용 확대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즉
‘어떤 직업이든 무직보다는 낫다(Any job is better than none)’라는 관점에서 고용의 확대를 우선시한
의제들이 1980년대 ILO를 지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ILO는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1999)에서 사무
총장 보고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 ILO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대
해 일다운 일(decent work)을 보장하는 것이 ILO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5) 이상헌(2005),「 ILO Decent Work,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7월호, 한국노동연
구원, p.4.
6) 실제 각 사회마다 decent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번역하기란 쉽지 않
은 일이다. 다만 Decent Work 개념을 통하여 종래와 달리 ILO에서 고용 문제에 관하여 고용의 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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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일다운 일’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로서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고용,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일다운 일(decent work)의 구조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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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황준욱(2005),「 ILO의 ‘일다운 일(decent work)’에 대한 발전적 논의」.

‘일다운 일’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회원국들의 ‘일다운
일’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화 필요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각 회원국의 ‘일다
운 일’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통계적 지표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ILO에서 제시되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일다운 일 지수(Decent Work Indicators)’는 18개의 ‘주요’ 지표; 25개의
‘부가적’ 지표; 12개의 ‘배경적’ 지표로 구성되었다.

닌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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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WI 주요 지표: 10개 기본 요소 & 4개 중심 요소
I.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에서의 기본 권리와 원칙(1998년 ILO 선언)

4개
중심 요소

II. 일자리 창출

- 인구 대비 고용률
- 실업률
- 청년(15~24세) 니트 인구
- 비공식 고용 비율

지표

III. 사회적 보호
- 근로빈곤층 비율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과도한 근로 시간
- 아동 노동
- 중대 산업재해율
- 65세 이상 연금 수령 인구
-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GDP 대비 %)

IV. 사회적 대화

- 노동조합 조직률
- 사용자단체 조직률
- 단체교섭 적용률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

- 불안정 고용률
- 성별 직종분리
- 여성 경영진 비율

자료 : ILO 홈페이지 참조 저자 작성.

<표 2> DWI 부가 지표
I.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에서의 기본 권리와 원칙(1998년 ILO 선언)

4개
중심 요소

지표

II. 일자리 창출

- 청년 실업률
- 교육수준별 실업률
- 총 고용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
- 비농업 취업 인구(임금근로) 비율

III. 사회적 보호

IV. 사회적 대화

- 실질임금 평균
-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
- 통상 근로 시간
- 근로자별 연간 근로 시간
- (시간제) 불완전 고용률
- 파업 및 직장폐쇄
- 위험 환경의 아동 노동
- 근로 감독(Labour Inspection)
(근로자 10,000명당 근로감독관)
- (기초) 의료보험(health care) 적용
인구율

-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수 및 임금
- 성별 임금 격차
- 외국인/이주/지방 노동자 등의 차별 해소 대책

자료 : ILO 홈페이지 참조 저자 작성.

‘일다운 일’을 국가 단위에서 지표화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 고용을 넘어서는 고용의 질을
전반적으로 측정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일다운 일’ 논의
에서 지표화를 통한 회원국들의 비교는 각 국가별 노동제도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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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일다운 일’을 달성하기 위한 촉진제의 역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
다소 추상적인 ‘일다운 일’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관한 인식은 논자(論者)마다 약간씩 차이
가 있다. 다만 그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수용 불가능한 형태의 노동(Unacceptable Forms of
Work: UFW)’에서 나타난, ILO의 지양점에 관한 의견들은 ‘일다운 일’ 논의보다 명확하다.
ILO는 노동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국제노동기준을 통한 최저기준 설정’ 방식을 도입
하고 있다.8) ‘일다운 일’을 달성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은 ILO의 전통적인 규율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지만, ‘수용 불가능한 형태의 노동’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을 통해 일응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호출형 근로와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공식노동, (아동) 강제노동 등
이 대표적인 UFW로 지적되고 있다.

7) DWI를 ILO의 지난 20여 년 동안 ‘일다운 일’ 의제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노동에
관한 지수들은 각 국가 간의 평면적인 비교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한 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사회 법제도를 정확
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8) ILO는 이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협약과 권고를 활용하고 있다. ILO의 목적은
사회 정의를 기초로 하는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LO는 기본적 노동권
확립, 근로조건 개선, 생활 수준 향상, 경제적‧사회적 안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중
에서 협약과 권고를 제정하여 회원국들에 비준 및 채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은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
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협약과 권고는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법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① 적용 범위(대상), ② 권리의 내용(요건), ③ 이행 방식을 포함한
사항들을 법규(regulations)의 형식으로 규정한다. 협약은 회원국에 있어서 구체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범(obligation creating instruments)으로, 비준을 통하여 각 회원국의 법체계적 효력에 따라 구속력
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하여 권고는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것(standard defining instruments)으로, 회
원국이 이를 채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국내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처럼 협약과 권고는 회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양자를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협약을 법적 구속
력이 있는 국제노동기준(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이라고 한다. 국제노동기준
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근주(2016),『 국제기준의 근로조건 규율 : ILO 협약을 중심으로』, 한국
노동연구원, p.1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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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FW의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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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미래 : 보편적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재확인
우리는 경제, 사회정책, 기업관행에서 사람과 일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일
의 미래를 위한 인간중심 의제를 제안한다. 이 의제는 세 가지 행동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세 가지 축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성장, 평등,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것이다. 9)

이번 ILO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큰 틀은 ① 인간능력에 대한 투자, ② 노동
제도에 대한 보장과 증진, ③ 지속가능한 ‘일다운 일’을 위한 투자이다. 이를 전략적 의제 또
는 분야별 의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실천은 ‘인간주도’ 접근 방
식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인 분야로 평생학습, 노동시장의 전환제도, 보편적 사회
보장제도, 성평등, 보편적 노동권, 노동시간 자율성과 일-생활 균형, 사회적 대화, 일다운 일

9) ILO(201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고용노동부 번역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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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다운 일’ 논의에서는 물론, 지난 100여 년간 ILO가 국제기준을 통해 제시
한 것으로, ‘일의 미래’ 담론은 근본적인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0여 년
간의 ILO의 입장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어떻게 활용하고 포섭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노동자 단체는 노동자 단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인 조직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장 및 국가의 노동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새
로운 형태의 연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노동자 단체는 전통적 작업
장 밖의 노동자와 연결해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크라우드
워킹(crowd-working) 플랫폼이나 이전 가능 혜택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비공식
경제 내 여성 자영업자, 농촌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자 단결을 대
체하지는 못한다. 비공식경제 노동자는 단결,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왔다. 노동자 단체는 포용적인 단결 전략을 채택하고 비공식 노동자
까지 회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공식화로의 경로이자 포용의 수단이 된다. 10)

사물인터넷, 공유경제 등 새로운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보편적
인 노동권과 시간주권, 사회적 대화와 사회보장의 강화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진
부하고 새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과 국제기준을 통해 국내의 입법‧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적 인권에 관한 ILO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개선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ILO 회원국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느리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흔히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양한 해외 사례들은 정책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체계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와 현실이 많은

10) ILO(201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고용노동부 번역본, p.26(밑줄은 저
자).

》

_41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의 새롭고 선도적인 대응의 경우에는 더 참신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ILO 협약에 관해서는, 그 주목
도가 높지 않다. ILO의 협약 및 권고, ILO 차원의 결정들은 단순히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 연구에서는 ILO 협약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참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를 중심으로 하여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준비가 요구된다. 결사의 자유 같은
미비준 기본협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발현이다. 또한 거버넌스
협약에서는 노사정이 ILO 및 국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근로감독의 실
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전문협약에서는 노동보호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근로
자 보호와 함께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ILO의 목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
구해 온 목표와 다르지 않은데, 이는 ILO 협약이 회원국들의 의무임과 동시에 보편적 노동의
이념에 바탕을 둔 최저기준이기 때문이다.11)

11) 2019년 3월 7일(목)에 개최된「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 ILO 일의 미래 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에 대한 발표
와 토론들에서 모두 다 ‘미래’, ‘도전’, ‘과제’에 주목한 듯하다. 다만 박은정 교수만이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ILO 핵심협약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법제도를 연구한 사람들의 한
계인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노동’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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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쟁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평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캠퍼스 경제학 박사과정)

■ 미국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기업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혜택을 보
는 이와 피해를 보는 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기에 언제나 민감한 이슈였다. 사안이 민감한 만
큼 민주당의「 2007년 공정최저임금법(Fair Minimum Wage Act of 2007)」에 의해 연방 최
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이 2009년 7.25달러(한화 약 8,500원)로 인상된 이후 현재
까지 연방 최저임금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 교육 및 노동 위원회는 하원의원 바비 스캇
(Bobby Scott) 주도로 2019년 3월 6일「 임금인상법(Raise the Wage Act)」을 발의했다. 현
법안의 요지는 구체적으로 매년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2024년 시간당 15달러를 달성하
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2024년 시간당임금 15달러(한화 약 17,700원)를 달성한 이후 국가
시간당 중위임금(National median hourly wage)의 변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조정되도
록 하였다.1) 또한 팁을 받는 근로자, 또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지급
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점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근
로자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근로자들의 낮은 이직률과 보다 많은 소비자를
통한 이윤 증가라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는 1960년대

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582/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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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구매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은 최저임금이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최저임금 자동 인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면제권을 주는 것 등 현재 법안에서 일곱 가지 수정
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절했다. 대표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있는 공화당 버지니아 폭
스(Virginia Foxx) 하원의원은 본 법안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연방 최저임금 인
상은 싱글맘, 저학력 계층, 사회 초년생 등 사회 취약층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 분위기를 고려할 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구제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므로 통과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에 있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이를 가다듬
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백악관 경제 자문관인 래리 쿠들로(Larry Kudlow)는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안을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비하하
며, 수많은 영세사업체에 비용 인상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주에 동일한 수
준의 높은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도 했다. 아이다호 주가 뉴욕과 다르며,
앨라배마 주와 네브라스카 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유력한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
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문관들은 백만장자를 위한 세제개
편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그 자체는 없애고 싶어 한다”라고
반발하며 논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을까? 먼
저, 민주당은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와 함께 최저임금 효과를 추산했
고, 결과적으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4,100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누릴 것이라
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2,200만 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되고, 또
다른 1,900만 명의 근로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임금지급수준이 높아지
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spill over effect)을 보게 된다. 또한 임금인상액은 저임금 근로자
의 경우 평균 시간당 3.1달러(3,600원)를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이들이 1년
간 전일제 근로를 할 경우 연 5,100달러(한화 약 6,038,400원)를 더 받는 셈이다. 결론적으
로 근로자 4,100만 명의 임금이 29.2%가량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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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결과를 인용했다. 공화당은 2014년 2월에 발표된 의회예
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보고서를 강조했다. 이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이 10.10 달
러(한화 약 11,900원)까지 상승할 경우 5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0.3% 수준이다. 다만 공화당에서 강조를 안 한 부분도 본 보고서에는 존재한
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1,650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본다는 결과가 있
다. 또한 90여만 명의 현재의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최근 미국 노동계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미국 대선 정책으로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미국 최저임금 추세에 대해 알아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던 시애틀 시의 사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 관련 연구를 비롯한 최근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최근 미국 최저임금 추세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십 년간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미
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 5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의
‘주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같다. 그러므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 최
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과 같거나, 없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오르게 된다.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개의 주는 주 최저임금이 0.05~2달러가량 인상했
다. 다만 각 주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된 원인은 다르다.
먼저,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욕, 로드 아일랜드 등 여섯 개의 주는 주
의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메인,
미주리, 그리고 워싱턴 주 등 여섯 개 주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며,
나머지 여덟 개의 주(뉴저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알래스카, 플로리다, 미네소타,
몬타나)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기에 자동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네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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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20개 주 현황 및 그 영향
2018년
최저임금(A)

2019년
최저임금(B)

인상액(B-A)

알래스카

$9.84

$9.89

$0.05

애리조나

$10.50

$11.00

아칸소

$8.50

$9.25

임금 근로자(C)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D)

최저임금
영향률(D/C)

302,500

11,500

3.80%

$0.50

2,856,500

443,400

15.50%

$0.75

1,207,400

81,000

6.70%

캘리포니아

$11.00

$12.00

$1.00

16,151,100

2,560,100

15.90%

콜로라도

$10.20

$11.10

$0.90

2,580,300

254,600

9.90%

델라웨어

$8.25

$8.75

$0.50

424,000

14,900

3.50%

플로리다

$8.25

$8.46

$0.21

8,756,800

159,200

1.80%

메인

$10.00

$11.00

$1.00

573,000

87,200

15.20%

매사추세츠

$11.00

$12.00

$1.00

3,249,600

372,300

11.50%

미네소타

$9.65

$9.86

$0.21

2,699,300

92,600

3.40%

미주리

$7.85

$8.60

$0.75

2,639,800

107,100

4.10%

몬타나

$8.30

$8.50

$0.20

420,900

5,000

1.20%

뉴저지

$8.60

$8.85

$0.25

3,912,400

67,300

1.70%

뉴욕

$10.40~$13.00

$11.10~$15.00

$0.70~$2.00

8,449,400

464,200

5.50%

오하이오

$8.30

$8.55

$0.25

5,041,200

67,300

1.30%

로드 아일랜드

$10.10

$10.50

$0.40

482,800

19,800

4.10%

사우스다코타

$8.85

$9.10

$0.25

380,300

6,000

1.60%

버몬트

$10.50

$10.77

$0.27

287,500

10,300

3.60%

워싱턴

$11.50

$12.00

$0.50

3,151,400

337,100

10.70%

63,566,200

5,160,900

8.10%

총 계

주 : 미시간 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표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Economic Policy Institute 등.

의 경우 주 노동 사정관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시간을 제외한 19개 주의 임금 근로자는 63,566,200명이며,
이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160,900명이다. 이를 단순히 나누어 계산
한다면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19개 주에서 8.1%로 상당수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
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엄밀히 통제된 연구가 아니므로, 이를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 장에서 보다 엄밀한 연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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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저임금 영향 관련 연구
먼저 미국 최저임금 연구는 시애틀 시의 사례를 이용해 자주 수행되었다. 그 이유는 시애
틀 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변 주에 비해 상승폭 또한
다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 시는 2015년 9.47달
러였던 최저임금을 2015년 4월 11달러, 2016년 13달러, 2017년 15달러로 가파르게 인상
한 바 있다(2019년 기준 맥도날드 등 특정 업종 및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달러, 팁을 안
받는 근로자의 경우 15달러). 이에 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워싱턴대학교에서 수행된 연
구(2016년 7월, 2017년 6월)들과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었다. 먼
저 워싱턴대학 연구의 경우 2014년 2사분기~2015년 4사분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률이 1%p 감소하였으나, 2016년 1사~3사분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고용
률이 7%p 대폭 하락하였다. 다만 시간당 임금은 1.5~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버클리대학 연구의
경우 2009년 4사분기부터 2016년 1사분기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를 했는데, 고용
률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고,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주급이 1% 상승한다는 결과
가 나왔다. 특히 최근 워싱턴대학교는 일자리, 근로시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통해 시애틀
최저임금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먼저, 2018년 12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애틀 시의 아
이돌봄사업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인상될 때 노동비용 증가를 경험했다고 밝
혔다. 또한 2014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시애틀 시 슈퍼마켓 데이터를 2년간 추적 조사한 연
구도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별히 식품 가격이 올랐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해당 연구에 참가한 James Buszkiewicz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라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워싱턴대학교에서 행해지지 않았던 Jardim et al.(2017) 논문은 2016년 최저임금이 13달
러로 올랐을 때,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은 9%가 하락했으며, 그 결과 시간당 임금
은 3%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체 총 임금은 한 달 기준 125달러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주가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살핀 논문은 희귀하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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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 너무 많아 적절한 식별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곧 QJE(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발표될 Doruk et al.의 논문은 새로운 방
법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잘 보여준다. 해당 연구는 1979년에서 2014년
사이 발생한 138번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5년이 지나면 최저임
금 이하를 지급하던 상당수 기업이 사라지지만, 동시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이 생
겨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7%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를 누
리고, 일자리 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특히 고졸, 청년, 소수 계층 등에 대한
후속연구 역시 최저임금으로 인해 특별히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현상이 발생했지만, 그 효과가 작아 전체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1979년부터 2016년까지 138번의 주별 최저임금 인상 효
과를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임금을 상승시켰다.

■ 맺음말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몹시 어려워 아전인수식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관련 동향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다 정확한 효과를 파악해야 할 것
으로 본다.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향후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
면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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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특징 및 관련 논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호주

채민희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서문
호주의 최저임금결정제도는「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을 기반으로 한
다. 동 법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 전문가 패널(The Fair Work Commission’s Expert Panel;
이하 공정근로위원회)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연간『 근로소득리뷰(Annual Wage
Review)』보고서를 통해 이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 명시된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점인 7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실례로 위원회는 2018 년『 근로소득리뷰 』 보고서에서 ‘ 최저임금명령(The National
Minimum Wage Order)’을 통해 2017~18 회계연도 국가 최저임금수준이 주급(주 38시간
근로 기준) 719.20호주달러(한화 약 58만 8천 원)라고 명시하고 있다.1)
이와 같은 호주 최저임금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공정근로위원회는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뿐만 아니라 업종, 직종
등에 따라 차등화된 최저임금(Modern Award Minimum Wage) 수준도 매년 결정한다.
둘째,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논의 시 임금 등 근로자 관련 거시경제 관련 지표뿐만 아니
라 경제성장률이나 사업부도율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참고로 한다.
셋째, 소속 및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저임금 인상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

1) https://www.fwc.gov.au/documents/awardsandorders/html/pr6066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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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가 있고,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제안 내역을 반드시『 근로소득리뷰』보고서에 발표해
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호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 정
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도적 특징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
호주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업종이나 산업,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최저임
금(이하 ‘개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결정한다는 점이다. 국가 최저임금 수준은 해당 직종
이나 산업에 대한 개별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가 최저임금을 받는
성인 근로자는 호주 총 근로자 중 1.9%인 반면 22.7%2)의 총 근로자가 개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3)
공정근로위원회는 매년 국가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별 최저임금도 모두 검
토하고 기존 수준 변경이나 적용 폐지 혹은 신설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국가 최저임
금 결정과 개별 최저임금 의사결정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엄연히 분리된 의사결정사항이다.
위원회는 먼저 국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형성한 이후에 제안된 국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최저임금을 따로 검토한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개별 최저임금은 ‘모던어워드 최저임금(Modern Awards Minimum
Wage)’이라고 부른다. 먼저 여기서 ‘모던 어워드(Modern Awards, 이하 Awards)’란, 각 산업
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 적용되는 고용 조건 및 최저임금 수준을 명시한 법률

2) Annual Wage Review 2017-18-Decision .
3) 그러나 개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 수준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최저임금이
그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_55

문서를 일컫는다.4) 공정근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100개 이상의 어워드가 존재한
다. 즉, 100개 이상의 산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 환경을 특별히 고려한
보상을 받는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 조건에 대한 협약을 맺고 공정근로
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경우(Registered Agreement)에는 어워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최저임금 내역은 각 어워드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근로위원회는 각 어워드 원
본 문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5)
일례로, 소방산업 어워드 2010(Fire Fighting Industry Award 2010)을 살펴보겠다.6) 이
문서는 소방산업 종사자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추가 지급금(Parttime loadings)이나 휴일 수당 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 1>은 소방산업 어워드에 수록된 민간 소방산업 종사자 대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현행
국가 최저임금이 주당(38시간 기준) 719.20호주달러(한화 약 58만 8천 원)라는 점을 감안하
면 민간 소방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경력이나 직업훈련 수준에 따라 각 어워드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민간 소방산업 최저임금
분류

최저임금 주급기준(38시간 근무)

신입/소방관 레벨 1/소방관 레벨 21

749.40호주달러(한화 약 61만 3천 원)

소방관 레벨 3

760호주달러(한화 약 62만 2천 원)

공인자격증 소유 소방관 (Qualified Firefighter)

772.90호주달러(한화 약 63만 1천 원)

소방관 팀장 (Leading Firefighter)

837.40호주달러(한화 약 68만 5천 원)

소방서 근무 소방관 (Station Officer)

958.10호주달러(한화 약 78만 4천 원)

선임 소방서 근무 소방관 (Senior Station Officer)

1038.60호주달러(한화 약 85만 1천 원)

4) https://www.fairwork.gov.au/awards-and-agreements/awards
5) 현행 어워드 목록은 https://www.fairwork.gov.au/awards-and-agreements/awards/list-of-awards
을 참조.

6) http://awardviewer.fwo.gov.au/award/show/MA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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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외식산업(Restaurant Industry awards 2010)7)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반
적으로 소방직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초보 근로자의 경우 국가 최저임금 수준
과 동일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이 어워드는 경력보다는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 등급 2로 분류된 근로자는 종업원 등급 1 근로자가 하는
업무도 포함해서 수행하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류 제공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표 2> 외식산업 최저임금
분류

최저임금 주급기준(38시간 근무)

초보

719.20호주달러(한화 약 58만 8천 원)(국가 최저임금 수준)

종업원 등급 1 – 빈그릇 수거, 테이블 정리 등

739.90호주달러(한화 약 60만 5천 원)

종업원 등급 2 – 주류 제공, 스낵바 근무 등

768.30호주달러(한화 약 62만 8천 원)

종업원 등급 3 –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등

794.70호주달러(한화 약 65만 원)

- 이하 생략 -

이처럼 공정노동위원회는 매년 국가 최저임금과 더불어 개별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검토하
고 필요한 경우 조정 등의 의사결정을 내린다.8)

다양한 통계지표 기반 의사결정
「 2009년 공정근로법」제284조 1항 ‘최저임금 목적(The Minimum Wages Objective)’과
제134조 1항 ‘모던어워드 목적(Modern Awards Objective)’에 따르면, 공정근로위원회는 최
저임금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7) http://awardviewer.fwo.gov.au/award/show/MA000119#P408_40874
8) 개별 최저임금 수준을 4년마다 심층 검토하는 리뷰 절차가 존재하였으나 2018년에 개정법에 따라 폐
지되었다. 관련 내용은 https://www.fwc.gov.au/awards-agreements/awards/modern-awardreviews/4-yearly-review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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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제 성과 및 경쟁 환경(생산성, 비즈니스 경쟁 환경, 물가상승, 고용률 추세 등)
-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
- 모던어워드가 미치는 영향력 고려 – 생산성, 고용비용 등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수준 및 기본 욕구 충족
- (이하 9개 생략)

이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는 상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지표
들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9) 또한 위원회는 각종 단체에서 제출한 문서들과 위원회
에서 작성한 관련 연구문헌 목록에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 결과들도 참고한다.
의사결정에 사용된 통계지표 데이터는 연간『 근로소득리뷰』보고서 내 수록된 ‘통계보고서
(Statistical report)’에서 공개한다.10) 2019년 4월 4일에 발간된 통계보고서는 오는 6월에 발
표될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되는 통계지표들을 수록하고 있다.
<표 3>은 해당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들을 요약한 것으로,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떠한 통계지표들을 참고하는지 보여준다.11)
이 보고서는 임금이나 고용률 등 근로자 관련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 추
세와 노동 수요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업 부도율이나
생존율 추세에 관한 정보는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이 현재 처한 산업 운영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 관련 지표로는 GDP나 저축률, 주요국 대비 경제 성장
률 등을 수록하고 있다.
노동 공급자 측면의 지표도 매우 다양하다. 소비자 물가나 임금 상승률 등뿐만 아니라 Gini
계수와 같이 전체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도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여성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육원 서비스 비용과 남녀 간 임금 차이에 대한 통계치도 제공한다.

9) 상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사회 후생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일 뿐, 개별 요소가 고려되었는지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10) 공정근로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는 참고용일 뿐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데에는 쓰이
지 않는다.

11) Statistical report—Annual Wage Review 20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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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9년 통계보고서 내용
보고서 구성

구성 내용

1. 경제성장

과거 10년 경제성장률/실질세후국가소득(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추세, 최근 경제성장
률 주요국 대비 비교, 산업별 총부가가치 창출 성장률 비교 등

2. 생산성

과거 10년 생산성지수/노동비용 추세,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세 등

3. 기업 경쟁환경 및
생존능력

과거 10년 총요소소득(Total Factor Income) 중 이윤 및 근로소득 비중 추세, 중소기업 및 전체 기업 이윤
율 비교, 과거 10년 기업 부도율 및 진입/진퇴율, 기업 생존율 등 사업 운영 환경 관련 지표

4. 물가상승

과거 10년 소비자물가 및 근로소득기반 가계 생활비 추세 등

5. 임금

과거 전체/산업별 명목 및 실질 임금 지수 상승률, 산업별 풀타임 비관리직 근로자(Full-time Nonmanagerial Employees) 평균 시급 등

6. 노동시장

고용, 월 근로시간, 실업자 수, 실업률 등 변화 추세,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 최근 1년간 근로시간 변동
추세(산업별/직종별)

7. 어워드 현황

비관리직 근로자 중 어워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 어워드 적용 산업별 경제지표

8. 생활 수준

가구 세후소득 Gini 계수, 중위소득 등 주로 소득분포에 관한 내용

이 밖에 9장 실질 소득 및 생활비(Real wages and the cost of living), 10장 기업 협상(Enterprise Bargaining), 11장 동등한 보
상(Equal remuneration), 12장 금융스트레스(Financial stress) 지수, 13장 추계(Forecasts), 14장 보육원 서비스 비용, 15장 중
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각 계층 최저임금 조정 의견 수렴
「 2009년 공정근로법」제289조 1항은 누구나 최저임금 조정안을 제출하고 결정사항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12) 또한 제출된 조정안들은 모두 연간『 근로소득리뷰』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한다.13) 즉,
최저임금 조정안을 단지 연방정부, 주정부 및 공식 이익단체들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도는 위원회가 단순히 몇 개 이익단체나 정부기관뿐만 아

12) 2009년 공정근로법 “289 (1) The FWC must, in relation to each annual wage review, ensure that
all persons and bodies hav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written submissions to the FWC
for consideration in the review.”
13) 다만, 조정안 제출자가 익명을 요구한 경우 그 제안 내용을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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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업계나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다음은 2018년『 근로소득리뷰』보고서에 공개된 최저임금조정안 제출 내역이다.14)

<표 4> 2017~18 최저임금조정안 제출자 및 제안사항
제안내용

제출자

국가최저임금 인상폭

개별최저임금 인상폭

호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치 미제출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치 미제출

퀸즐랜드주 정부

주급기준 $27.10 인상

빅토리아주 정부

주급기준 $27.10 인상

야당(Federal opposition)

수치 미제출

수치 미제출/실질적 인상을 제안

호주노동조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7.2% 인상

7.2% 인상

호주산업연합(Australian Industry Group)

1.8% 인상

1.8% 인상

1.9% 이하 인상

1.9% 이하 인상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호주사회복지서비스협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수치 미제출

호주고용주및산업협회(Australian Federation of Employers and Industries)

1.9% 이하 인상

호주호텔연합(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1.9% 이하 인상

호주유통업자연합(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

1.9% 인상

Lee, Walter(개인)

수치 미제출
수치 미제출

이하 2개 생략

<표 4>에 따르면 산업계는 약 2% 이하를, 노동계는 7% 이상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
치를 제안하는 대신 의견을 보낸 기관이나 개인도 있다. 예를 들어 호주외식협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현 경제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결과적으로 2017~18 국가최저임금 인상률은 3.5%(주급기준 $24.30(한화 약 1만9천
원) 인상)로 노동계와 산업계 제안 인상률 사이였다.

14) Annual Wage Review 2017-18–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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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논의 및 쟁점
2019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으
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5)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이란 빈곤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다시 말해 기본적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 수준이다. 노동당은
더 구체적으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한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임금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임금 계획(Living Wage Plan)을 발표하여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오
는 새 회계연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획
에 따르면, 우선 산업계 등 각 계층에서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제안서를 공정근로위원회에 제
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게 된다. 그다음,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
최저임금이 향후 생활임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한다.
호주노동조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는 더욱 구체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풀타임 근로자 중위소득의 60%로,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의 54% 밖에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2018년 9월에 발표된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연구결과는 이
러한 노동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 경제학자 James Bishop
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개별최저임금 및 노동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임금
수준과 노동시간 및 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별최저임
금(Modern Awards Minimum Wage) 인상은 해당 산업 혹은 직종 내 임금 수준을 향상시켰
으며, 근로시간이나 일자리 수 등 고용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16)
반면 현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생활임금 수준 이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
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조정안을 통해 영국에서 정의하는 ‘생활임금’은 풀타임 중위

15) https://www.smh.com.au/business/workplace/labor-s-living-wage-is-different-to-theminimum-wage-here-s-how-20190326-p517o0.html
16) https://www.rba.gov.au/publications/bulletin/2018/sep/the-effect-of-minimum-wageincreases-on-wages-hours-worked-and-job-loss.html#f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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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이 아니라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의 60%라고 지적하
였다. 영국 기준에 따르면 호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생활임금 수준 이상이라는 것이
다.17)

■ 맺음말
호주의 최저임금결정제도 사례는 우리나라 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산
업, 직종, 경력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
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가 인상적이다. 또한 위원회가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다
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각계 각층의 제안을 수렴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보고한다는 점도 주
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장치라는 의미이다. 단일 최저임금수준 인상폭에 국한된 논
의보다도 현행 제도가 근로자가 처한 다양한 경제상황이나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
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향후 최저임금제도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
라는 바이다.

17) https://www.afr.com/leadership/workplace/minimum-wage-already-a-living-wage-by-ukstandards-20190404-p51a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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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학 내 여성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8년 12월 국회교육위원회는 한국 대학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16.8%에 머무르고 있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담
은「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 내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한국 대학 전
체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수
비율로 따지면 차이는 더 컸는데 정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17%였다.1) 그렇다면 양성평등 선
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는 어떨까? 스웨덴은 1889년 유럽에서 최초로 대학 내 여성
교수(스톡홀름 대학 수학과)를 두었던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2) 이 글에서는 최근 스톡홀
름 아카데믹 포럼(Stockholm Academic Forum)에서 발표한 스웨덴 대학 내 여성 교원의 비
율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여성 교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와 기관, 대학들이 그동
안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다룬다.

1) 시사저널(2019.1.23),「 [교수性比 불균형①] 단독-‘강사’ 女 많고, ‘정교수’ 男 압도적」, Retrieved on
April 23rd 2019,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39
2) Stockholm Academic Forum(2019), “She Figures for Stockholm Academia: Gender Equality in
Stockholm’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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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대학 내 여성 교원의 비율과 정부의 노력
스톡홀름 아카데믹 포럼(Stockholm Academic Forum)은 2019년 3월 스웨덴 전역의 대학
고위직(총장 및 이사진) 및 여성 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는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스톡홀름 지역 내 18개 대학 중 10개 대학의 총장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스
톡홀름 지역을 비롯해 스웨덴 대학 내 여성 정교수의 비율 역시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 대학 내 여성 정교수의 비율은 28%로 독일 24%, 아일랜
드 24%, 네덜란드 21%, 영국 26%에 비해 높았다.3) 스톡홀름 아카데미 포럼은 보고서를 통
해 스웨덴 왕립공과대학(Kungliga Tekniska högskolan)의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스웨
덴 왕립공과대학 내 여성 정교수는 2007년 17명에 불과하였으나(전체 정교수 중 6%) 2017
년 65명의 여성 정교수(전체 정교수 중 16%)가 왕립공과대학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왕립공과대학과 비슷한 성격의 유럽 내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덴마크 공대(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여성 정교수 비율은 11%, 아인트호벤 공대(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는 13%로 나타나 왕립공과대학이 여성 정교수 임용 및 확보에 조금
더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왕립공과대학은 이 결과에 대해 대학 내 총장단에 양성
평등만을 담당하는 부총장을 새로이 두면서 나타난 성과라 평가했다.
스톡홀름 아카데믹 포럼은 이와 같은 스웨덴 대학 내 여성 교원 비율 상승의 원인으로 스웨
덴 정부와 스웨덴 고등교육기관청(Swedish Higher Education Authority, UKÄ)의 지속적인
노력을 꼽았다.4) 특히 스웨덴 정부는 1995년 고등교육기관 내 양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
치를 취했으며 이후 여성에게만 할당된 교수직을 신설하면서 고등교육기관 내 여성의 대표
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2000년 이후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대학교수 채용 시
과소대표된 성을 우대 및 배려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스웨덴의 고등교육기관 규칙을 만들었
다. 해당 규칙이 2011년 개정되며 과소대표된 성 우대 관련 내용이 사라졌으나 2008년 도입

3) Ibid . pp.4~7.
4) Ibid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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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차별방지법(2조 1항)」에 채용 시 과소대표된 성 우대 및 배려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
이 포함되면서 스웨덴 대학들은 교원 채용 시 필요에 따라 이 법을 활용하고 있다.5)

[그림 1] 스웨덴 대학 내 직위에 따른 남녀 비율(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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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웨덴 정부는 대학 내 여성 교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채용 목표(2017~19년)를 내걸
고 스웨덴 대학들에 각자의 목표치를 제출하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서
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7) 이는 규제서신(Regulation letters)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대학들
에 채용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했던 1997년 이후 계속 이어져왔다.8)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부
5) Norden(2013), “The Nordic region – a step closer to gender balance in research? Joint Nordic
strategies and measures to promote gender balance among researchers in academia”.

6) SULF(2016), “A gender-equal academic world,” Retrieved on April 22nd 2019, https://s3eu-west- 1 .amazonaws.com/sulf.se/app/uploads/ 2018 / 05 /sulf-factsfigures-from-sulfgenderequality-2016-web-eng-updatedapril1017.pdf
7) UKÄ(2019), “Gender equality in higher education,” Retrieved on April 22nd 2019, https://english.
uka.se/statistics/gender-equality-in-higher-education.html

8) Norden(2013), “The Nordic region – a step closer to gender balance in research? Joint Nor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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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조교수, 박사후 연구원 등 다양한 직위에 여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치했는지, 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스웨덴 정부와 고등교육
기관청은 교원 중 부교수직(Senior lecturer)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지만 (46%), 이후
에 정교수직으로 진입하는 여성의 인원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그림 1 참조).9) 따라서
현재 부교수직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이 정교수직 진입에 있어 경험하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
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예테보리 대학의 젠더 연구 사무국(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
Fredrik Bondestam 국장은 정부 지원하에 고등교육기관 내 성주류화 프로젝트(Gender
Mainstreaming in Academia, GMA)를 담당하고 있다.10) 이 프로젝트는 대학 내 여성 교원
비율의 확대가 대학 내 성주류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Frederik
국장은 단순 수치의 증가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였다. 그는 교원의 비율을 남
녀 동등하게 맞춘다고 해서 고등교육기관 내 양성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지
적하며 여성 교수 혹은 외국인, 기타 불평등 요소(장애, 연령 등)를 안고 있는 이들의 교수 채
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 교수의 비율 및 양성평등 문제를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양성평등을 확대하
는 것이 대학 내 지식 생산, 강의 내용, 권력 구조 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
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젠더 연구 사무국은 스웨덴 대학들에 양성
평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들을 모아 모범적인 사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
육기관 내 성주류화 프로젝트는 2018년 양성평등기구(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로 이관되어 진행 중이고 현재 스웨덴 내 33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다.11)
strategies and measures to promote gender balance among researchers in academia”.

9) UKÄ(2019), “Gender equality in higher education,” Retrieved on April 22nd 2019, https://
english.uka.se/statistics/gender-equality-in-higher-education.html

10)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2016), “Different paths to gender equality in Nordic
academia,” Retrieved on April 22nd 2019, https://www.genus.se/en/newspost/different-pathsto-gender-equality-in-nordic-academia/

11)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2018),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GMA programme,”
Retrieved on April 22 nd 2019 ,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en/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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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대학들의 노력
스웨덴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한 교원 채용과정,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왔다. 룬드대학교(Lund University)에서는 2004 년 양성통합리더십 프로그램
(Gender-integrated leadership programme, AKKA)을 도입했다.12) 프로그램은 교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지식과 인지수준을 높이고 대학 내 지속적인 양성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
조 개혁방안 마련을 목표로 두고 운영되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다섯 번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150명의 교원들(이 중 37명은 남성)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특
히 정교수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교원들, 대학 내 이사진 및 총장단과 같은 고위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룬드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후 교내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증가했으며, 여성 교원들의 고위직 진출 의지 역시 확대되
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채용과정에서나 연구,
강의에 있어 양성평등한 시각을 담으려는 교원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린쇼핑 대학교(Linköping University)는 2005년부터 총 네 자리의 젠더 교수직을 따로 두
어 각 학과에 양성평등한 시각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3) 이 젠더 교수직은 린쇼핑 대
학교 부총장이 직접 만든 것으로 각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강의, 교수법 등에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해당 직을 맡은 교수들은
학과별로 개설된 강의들을 살펴보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안하기도 하고 강
의의 방향, 계획표 등의 직접 개발을 돕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쇼핑 대학교는 젠더 교
수직을 두면서 다수의 교수들이 양성평등한 채용과정과 대학 내 성별 간 불균형한 권력 관계
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웁살라 대학교(Uppsala University)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담은 박사과정 지도법을 유
럽연합 내 6개의 대학들과 함께 만들었다.14) 이 박사과정 지도법에는 박사과정생을 지도하는
mainstreaming/government-agencies-higher-education-institutions/higher-educationinstitutions-in-the-gma-programme
12)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6), “Gender equality in academia and research”.
13) Ibid
 .
14) 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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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들이 젠더와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
다. 특히 연구주제 선정뿐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박사과정
생을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웁살라 대학교는 이 지도법을 통해 도움을 받은 박사과정
생이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이나 조직으로 이동했을 때, 젠더와 다양성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Stockholm School of Economics)는 평등 및 다양성(Equality and
Diversity) 관리자를 두어 학교 내 차별, 양성평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평등 및 다양
성 관리자가 2015년 발표한 동등기회계획(Equal Opportunity Plan, 2016~18)은 교원 및
교직원 채용 시 성 중립적인 표현을 담은 채용 공고를 내걸 것, 후보자 중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 과소대표된 성을 우대할 것, 채용 과정에서 성 차별적 언행을 했을 때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5) 평등 및 다양성 관리자는 채용 문제 외에도 매달 열리는
이사진 회의에 참석하여 양성평등이 필요한 분야에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생의 논문 지도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급적 남녀 동수를 유지하
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이사진 회의에 참석해 해당 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스웨덴 대학 내 여성 교원의 비율 현황에 대해 다루고 정부 및 대학들의 여성
교원 인원 확대를 위한 장단기적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웨덴 노동시장은 높은 여성 노
동시장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성별 간 직종 분리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스웨덴 대학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다른 유럽 국가
들에 비해 스웨덴 대학 내 여성 교원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교원들이 주로 부교수 문
15)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2015), “Equal Opportunity Plan (2016-2018),” Retrieved on
April 22nd 2019, https://www.hhs.se/contentassets/fbe2b7c31e1f48669e6b5b86fd513bfd/sseequal-opportunity-plan-2016-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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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에서 경력을 마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교원 노조(SULF)
는 스웨덴 대학들이 교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늘었고, 이로 인해 교원
들이 외부 연구비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생활에 지친 여성 교원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16) 이 밖에도 모든 교원들에게 육아휴직이 주어지지만 남성에 비
해 여성이 육아휴직 및 기타 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구 성과의 차이가 생기
고 이에 따라 정교수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17) 앞으로 스웨
덴 정부와 대학들이 이 ‘유리절벽’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
울 전망이다.

16) SULF(2016), “A gender-equal academic world?,” Retrieved on April 22nd 2019, https://sulf.se/
en/news/gender-equal-academic-world/

17)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2016), “Different paths to gender equality in Nordic
academia,” Retrieved on April 22nd 2019, https://www.genus.se/en/newspost/different-pathsto-gender-equality-in-nordic-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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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량공유서비스의
현재와 제(諸) 문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베트남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 머리말
공유경제의 확대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베트남은 이미 차량공유서비스가 도입되어

2019년 현재 활용성 면에서 택시 운송수단을 압도할 만큼 대중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베트
남은 버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1) 지하철 인프라는 대도시에서 이제야 막 구축 중이며 택
시와 같은 상위 교통수단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Motorbike)를 주 교통수단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차
량공유서비스는 현재의 교통상황과 국민들의 기대, 발전된 경제상황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은 과히 폭발적이었다. 물론 베트남 내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나 전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그 영향을 사회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과 직업을 잃거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갈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가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도입과 전개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참조할 만한 전략적 시사점을 알아보고
자 한다.

1) 베트남의 시내 노선버스는 노후차량이 많고 배차 시간이 길며 정류장 간 간격이 넓어 이용이 매우 불편
하다. 최근 대도시의 일부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를 도입하고 차량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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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공유서비스
도입과 전개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는 2014년 차량공유서비스가 처음 도입되었다. 베트남 교통운송부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약 5만여 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수도 하노이(Hanoi)에만 약 2만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었고 높은 경제성장률의 지속(매년

6~7%)과 경기 호황으로 택시업계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 단계에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우버(Uber)와 그랩(Grab)이 베트남에 상륙하였는데, 이 회사
들은 그간 베트남 대중 여객 운송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였던 편리성과 가격,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시장을 확대하였고,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서비스에 등
록된 차량 수가 약 6만여 대까지 증가하였다.2) 호치민시의 경우 2014년 기준 차량공유서비
스 차량이 약 18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15년 1,877대, 2016년 17,360대에서 2017년에는

24,000대까지 증가하였다.3)
이들은 도입 초기 각종 프로모션 등의 가격할인정책, 거리와 시간에 따른 자동요금계산을
통한 바가지 요금의 원천적인 제거,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편리한 승차 콜(call), 탑승 및 운
행 정보(기사 및 운행경로) 사전알림 서비스로 인한 안전성 확보로 당초 업계나 대중의 예상
을 뛰어넘어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혀 갔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승차
전 계산된 요금을 하차 시 사전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결제할 수 있어 차량 기사와
직접적인 대화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해 영어 구사율이 낮은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에
게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베트남은 차량공유서비스의 도입 당시 상대적으로 큰 진통을 겪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전자통신망(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자에 택시도 포함되어 서비
스 도입을 가장 크게 반대할 택시업계가 자신들이 입을 손해나 피해에 다소 무감각했고,4) 둘
2) 그랩은 택시도 차량공유서비스에 포함시켰다.
3) Nguyễn Văn Trung, Phan Thị Kim Phương(2018), pp.46~47.
4) 베트남 택시 업계는 대체로 한국의 지입차 형식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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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트남 차량공유서비스 기업 현황

베트남 차량공유서비스 기업

째, 차량공유서비스가 도입되기 전 택시를 유선상으로 호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으로 그
동안 자동호출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소프트
웨어의 도입과 사용을 선호하는 베트남 내 성향이 차량공유서비스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였고, 경제성장이 한창으로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성장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하드웨어
(건설, 토목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무역 등) 분야보다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
는 소프트웨어(게임산업, 모바일앱, IT 산업 등) 분야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과 이
서비스의 도입이 산업혁명 4.0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의적인 여론이 맞
물려 서비스의 도입과 정착을 도왔다.

2018년 이후에는 그랩이 우버를 인수하여 시장에서 과점5) 체제를 형성함과 동시에 신규
기업에 진입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2019년 베트남 내 주요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은 패스트고
(Fastgo)와 에이버(ABer), 바토(Vato), 비(be), 고비엣(Go-Viet)으로 이들이 시장 내에서 치
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자신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

5)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인수 당시 시장의 평가는 그랩이 우버를 인수할 경우 시장지배율을 50%
이상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베트남 경쟁법상 기업 간 인수·합병으로 시장지배율
이 30% 이상이 될 경우 당국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당시 시장지배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그랩이 우버를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인수할 수 있었는데, 현재 베트남 경쟁국 조사위원회(조사 결정
No. 64 / QD-CT)는 인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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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2,000여 개의 협력사를 보유한 그랩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
며 그 뒤를 고비엣이 잇고 있다. 고비엣은 파격적인 가격할인정책을 통해 출시 6주 만에 모바
일앱 다운로드 건수 150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2018년 말 호치민시를 기준으로 약 3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패스트고는 말레이시아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안정적인 소프트웨
어 시스템 서비스를 구축한 상태에서 2018년 6월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정상적인 가격정책
을 고수, 기사들의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해 출시 3개월 만에 15,000명의 기사를 확보하였지
만 반대로 고객 확보는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주자 중 제일 막내 격인 비
역시 그랩의 초기 시장확대를 롤모델로 삼아 업계 평균 대비 25%까지 운임을 할인하여 신규
시장에 진입하였고, 에이버는 2018년 중순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시장에서 큰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6) 대부분의 회사가 자동차 및 오토바이 호출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과반수는 물건(음식) 배송서비스부터 차량 렌트서비스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
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諸) 문제
베트남의 차량공유서비스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사가 차량으
로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등 기업적·상업적 서비스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WTO 체제에 따른 국제 교역망에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국의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베트남은 교통운송부 시행규칙인「 차량을 이용한 운송업 경영에 관한
사항(No. 86/2014/NĐ-CP)」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정노선을 따라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
(동법 제4조), 버스운송사업(동법 제5조), 택시운송사업(동법 제6조),7) 차량계약운송사업(동
법 제7조), 관광운송업(동법 제8조), 자동차화물운송사업(동법 제9조) 등을 포함하여 이와 관
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동법에 전자 소프트웨어통신, 즉 모바일 어플

6) 관련기사: http://genk.vn/nam-2019-nhung-ung-dung-goi-xe-noi-dinh-dam-nao-co-thecanh-tranh-grab-2019020614141164.chn
7) 택시만 하더라도 회사와 기사에 대한 차량의 유지 보수 및 사용 연한 제한, 기사의 훈련 및 교육부터 유
니폼이나 이름표 착용까지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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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을 공유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영리를 취하는 사업 형태에 대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이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세법상 과세, 상법상 중개 거래, 투
자법상 사업주체, 사회보장법상 사회보험료 징수 등 거의 모든 법적 영역에 있어 법률적 근거
가 부재한다는 점이다.8) 또한, 노동법적으로도 차량공유서비스 기사(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
하는 택시기사 제외)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
태이다.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을 이용한 차량운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시범적
(2016년 1월~2018년 1월) 운영법규인「 여객 운송에 관한 과학적 기술지원 운영관리 지침
(24/QĐ-BGTVT)」이9) 마련되었고 이를 시행해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곧 세부적
인 법률을 다시 입법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개별 기업에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지침도 준비 중이다.10) 또한 노동법 분야에서는 노동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즉시,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차량공유서비스 기사들에게 사회보장(주로
실업보험)과 산업안전에 관한 법규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11)
차량공유서비스의 시작으로 택시나 오토바이 택시인 세옴(Xe ôm)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
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차량공유서비스에는 자동차 기사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연
령대의 오토바이 기사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기존에 개인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던 높은 연
령대의 세옴 기사들은 모바일앱을 사용하는 차량공유서비스 영역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신규 진입자들과의 서비스 경쟁에서도 뒤처지며 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택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베트남 경제도시인 호치민시 택시연합회(Ho Chi Minh City Taxi Association)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른 택시회사의 심각한 적자로 많은 회사가 합병되거나
8) Phương Anh(2017).
9) 베트남 호치민시의 택시회사인 Vinasun은 이 법규에 근거, 차량공유서비스 회사인 그랩을 상대로 소
송하여 승소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그랩은 전자 소프트웨어만 제공할 수 있고, 직접 운전기사를 모집하
고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랩이 이를 위반하여 비나선 택시회사에 4.8억VND(한화 약 2억 4천
여만원)을 보상했다(관련 기사: https://tuoitre.vn/6-kien-nghi-tu-phien-toa-vinasun-grab-hanche-so-xe-cua-grab-2018122814281289.htm).
10) 베트남 세무 당국은 그랩 회사를 대상으로 지침(84/TCT-TNCN)을 통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다(관
련기사: https://trithucvn.net/kinh-te/grab-co-tron-thue.html).
11) Nguyễn Huy Phòng(2018), pp.101~105.

》

_75

파산하였고, 호치민시 택시 대수도 2010년 약 11,900대에서 2018년 약 8,900대로 약 3,000
여 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치민시 최대 규모의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은

2017년에만 약 8,000명, 마일린(MaiLinh)은 약 6,000명의 기사를 해고하였다.12) 현재 베트
남 사회 내에서도 이들의 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뾰족
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 차량공유서비스 기사들의 낮은 임금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2017년 한 조
사에 의하면 베트남 내 차량공유서비스 기사들의 전체 수입 중 회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약 28%(세금 포함), 비용은 51%(유류비 35%, 기타 유지보수 16%)로 기사의 순수입은 약

20.4%에 불과했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전업 기사들의 하루 매출액이 평균 45달러(8
시간 근로 기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순수익은 약 9달러에 불과하고 회사가 생존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프로모션 부담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열악한 처
우개선이 여전히 시급하다.

■ 시사점
베트남에 차량공유서비스가 도입된 지 5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현재 유휴 차량의 공유보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직업(전업)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가용 영업 형태가 주를 이루
고 있다. 이에 기존 택시업계는 시장점유율을 60%까지 잠식당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단순노동직에 젊은 인력들이 몰리는 현
상에 사회적 우려가 일고 있다. 반면 지속적인 부가서비스 확대와 끊임없는 편리성 개선으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층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어서 베트남 사회에서도 이러
한 장단점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이른바 토탈솔루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구체
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특징적으로 베트남은 국가
가 국민에게 제공해주지 못한 공공교통 인프라를 국민 스스로 일정 부분 해결한 형국이 되어

12) Văn Trịnh(2017),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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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고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생활 속 깊이 이 서비스가 자리매김하여 이를 제약하는 방
식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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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미국 : 흑인 노동자들, 다른 인종 집단에 비해 최근의 경제호황 수혜를 가장 적게 누려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분

가하여 단 1.6%만의 상승분만을 경험하였다. 한편,

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 노동자들은 미

히스패닉 노동자들은 같은 기간에 주간 중앙값 임

국의 최근 경제호황에서 가장 적은 이익을 얻었다.

금이 주당 619달러에서 692달러로 11.8% 증가하

2008년에 발생하였던 경기위기 직전인 2007년 4

여 최근의 경제호황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인

사분기에 비하여 2019년 1사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종 집단이 되었다. 아시안은 10.2%(1,022달러에

조정된 주간 임금의 중앙값(median)은 전반적으로

서 1,126달러), 백인은 5.7%(880달러에서 930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12월 주당 임금

러) 수준의 상승을 보여 히스패닉 노동자들보다는

의 중앙값이 854달러였으나 2019년 1사분기에는

낮지만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상승분

이보다 주당 46달러가 상승하여 주당 임금의 중앙

을 기록하였다. 이에 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연구소

값이 900달러 수준이 되었고, 이는 5.3% 수준의 상

(Economic Policy Institute) 인종, 민족, 경제 프로

승분으로 환산될 수 있다.

그램의 책임자인 발레리 윌슨(Valerie Wilson)은 인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이 모든 인종 집단에 대

종 차별, 범죄 배경 조사 및 지리적인 분리와 같은

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

구조적 문제로 인해 흑인 노동자가 왜 더 나은 이익

다. 흑인 노동자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주간 임

을 얻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

금의 중앙값이 700달러에서 711달러 수준으로 증

1) The Wall Street Journal(2019.4.16), “As Wages Rise, Black Workers See the Smallest Gains,” Retrieved
on April 18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as-wages-rise-black-workers-see-the-smallestgains-11555437942?mod=searchresults&page=1&pos=5

미국 : 백악관, 2020 회계연도 노동부 예산 약 10% 삭감 제안
2019년 3월 미국 백악관에서는 2019년 10월 1

하고, 근거가 없거나 중복되는’ 노동과 관련한 정책

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예정된 2020년 회

과 프로그램들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트럼프

계연도 미국 노동부 예산을 120억 달러(한화 약 1

행정부가 폐지를 제안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저소득

조 3,642억 원)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층이나 유색 인종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

기존 예산 대비 9.7% 삭감을 의미한다.

그램(Job Corps)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이지 못

의 자문인 이방카 트럼프(Ivanca Trump)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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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산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였거나 결과 측정이

는 수습(apprenticeship) 제도나 커뮤니티 칼리지

어려운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이 많다며 사기업들이

(community college)의 직업훈련 교육관들을 지원

직업훈련의 주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다.

미 의회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현재까

한편 해당 제안서에는 예산 관련 수입을 늘리

지 불투명하지만, 위와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진다

기 위한 제안도 있었는데, 이민자들이 직업을 갖

면 향후 미국 노동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

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H- 1 B 비자의 수수

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

료를 2 배로 늘려 트럼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

1) The Wall Street Journal(2019.3.11), “White House Proposes to Cut Labor Department Funding by
Nearly 10%,” Retrieved on April 19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white-house-proposes-tocut-labor-department-funding-by-nearly-10-s11552334324?mod=cx_picks&cx_navSource=cx_
picks&cx_tag=contextual&cx_artPos=4#cxrecs_s

미국 : 실업수당 수급 건수 예측치에 비해 하락
2019년 3월 28일, 미국 노동부는 실업수당 신

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2009년 금융위기 실업수당

청 건 대비 수급자 숫자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였

신청 건수는 한 주에 665,000건까지 상승하였으

으며,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

나, 2019년 3월 넷째 주 211,000건으로 대폭 감소

거라고 밝혔다. 3월 23일 마감된 주간 실업수당 신

하였다. 실제로 미국 일자리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청 건은 211,000건이었으나, 실제 수급자 수는 그

는 못하지만 여전히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며 견조

보다 5,000건이 적었다. 참고로 Reuters에서 경제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실업률은 2019

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한 바에 따르면

년 3월 3.8%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실업수당 신청 예측치는 225,000건으로 실제 신청

렇게 긍정적인 수치는 노동력 부족, 1.5조 달러의

건(211,000건)보다 높았다.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등에 기인한다.1)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일자리 상황을 잘 보여주

1) CNBC(2019.3.28), “US weekly jobless claims unexpectedly fall,” https://www.cnbc.com/2019/03/28/
weekly-jobless-clai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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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춘계 예산안에 대한 고용부 장관의 입장
스웨덴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춘계 예산안 중 3

한편 그녀는 이번에 투입될 예산이 지역 일자리

억 4천 크로나(한화 약 365억 원)를 노동시장 정

프로그램(Jobbspår)이라 불리는 정책에 특별히 많

밝혔다.1)

고용부 장관 일

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을 통해 구

바 요한손(Ylva Johansson)은 노동시장 정책을 위

직자는 훈련 및 교육 또는 특정 기업에서의 인턴십

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구직자는

온건당-기민당이 함께 참여한 이 예산안으로 인해

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센터와 지자체 기

360만 크로나(한화 약 4억 원)가량 감소된 노동시

관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장 관련 예산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악영향을 줄

까지 6,500명의 구직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이며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1) Dagens Industri(2019.3.31), “Regeringen jobbsatsar 340 miljoner – räcker inte,” https://www.di.se/
nyheter/regeringen-jobbsatsar-340-miljoner-i-varbudgeten-racker-inte/

스웨덴 : 프로축구 클럽, 구직 서비스 NGO 운영
스웨덴 말뫼 지역의 프로축구 클럽 FC 로셍오르

이 조직의 존재가 더욱 부각된 것은 지난해 있었

드(Rosengård)는 스웨덴 여성 축구리그에서 10회

던 총선에서 말뫼 지역의 중도우파계열 정당들이

우승한 명문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클럽은

내건 공약 때문이다. 이 정당들은 스웨덴 공공고용

Boost1)라

서비스센터의 지역 사무소(Jobb Malmö)를 닫는

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유명세를 얻었다. Boost은

대신 해당 기관의 모든 권한을 FC 로셍오르드에 넘

클럽 내 선수 부모들의 직장을 구해주는 목적으로

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축구뿐 아니라 2003년 클럽에서 시작된

시작된 프로그램 및 조직으로 현재는 말뫼 지역의
실업 문제를 다루는 큰 NGO로

성장했다.2)

2011년 이래, Boost는 2,2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Boost는 상위 조직인 FC 로셍오르드와 규모가

도왔다. 특히, 교사, 심리치료사, 리크루터 등을 한

비슷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예산만 놓고 보았을

데 모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

때는 축구 클럽보다 더 큰 조직이 된 것으로 알려졌

스톱숍을 운영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다.

Boost는 현재 다양한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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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고용가능성이 높은 이들뿐 아니라 고용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까지도 포함하여 구직활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은 구직자
를 대상으로 1인당 투입 비용(25,000크로나(한화

또한 Boost는 현재 스웨덴이 누리고 있는 호경기

약 304만 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만들

로 인해 취업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경계하며 장기

어냈기 때문이라고 말뫼 지역의 중도우파계열 정당

적으로 닥칠 불황에 대비해 구직자들이 교육 및 훈

들은 평가했다.

1) Boost, http://www.boostbyfcr.se/
2) The Local(2019.4.19), “How did a football club become Malmö's biggest job charity?,” https://www.
thelocal.se/20190419/how-did-a-football-club-become-malms-biggest-job-charity

스웨덴 :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기장들, 단체교섭 결렬 이후 노동쟁의에 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르웨이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지만 새 협상의 결과

스칸디나비아 항공사(SAS)의 기장들은 항공사와의

와는 상관없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기장 노조원들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2019년 4월 말 파업 및 노동

은 4월 26일 자정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2) 이

쟁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1) 각국의 항공기 기장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칸디나비아 항공

들은 급여 인상, 근로시간, 일정 관리 등에 대한 단

사 기장 노조원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근무하

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파업 카

고 있는 해당 항공사 기장의 대다수인 95%를 차지

드를 들고 나왔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사용자와의 새로운 협상이 덴마크, 스웨덴,

1) The Local(2019.4.3), “SAS pilots threaten strike at end of April,” https://www.thelocal.dk/20190403/
sas-pilots-threaten-strike-at-end-of-april

2) The Local(2019.4.3), “SAS pilots to go on strike this week unless last-minute deal is reached,”
https://www.thelocal.se/20190423/sas-pilots-in-sweden-denmark-and-norway-to-go-onstrike-this-week-unless-last-minute-deal-is-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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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최저임금 큰 폭 인상
2019년 4월 1일, 영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하였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으로 인상하였다. 우선 2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수가 소매업 및 숙박·요식업에 종사하는 80

법정 최저임금인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여만 명을 포함하여 총 21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Wage)이 시간당 7.83파운드(한화 약 11,500원)에

전망했다.

서 8.21파운드(한화 약 12,150원)로 약 5% 인상되

이와 관련하여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국가생활임금이 도입

영국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Exchequer)은

된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으로, 연간 소득이 약 690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

파운드(한화 약 102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20년래 최

다.1)

저 수준인 저임금 일자리의 비율을 더 낮추기 위

또한 25세 미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국가최저

해 관련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아린드라짓 두베

임금(National Minimum Wage)도 인상되었다. 보

(Arindrajit Dube) 교수에게 최저임금이 고용 및 생

다 구체적으로, 21~24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

은 시간당 7.38파운드(한화 약 11,500원)에서 7.7

고 밝혔다.

파운드(11,300원)로(연간 소득 580파운드(한화 약

또한 브라이언 샌더슨(Bryan Sanderson) 저임금

85만 원) 증가), 18~20세에 대한 최저임금은 시간

위원회 의장(Low Pay Commission Chair)은 “이번

당 5.9파운드(한화 약 8,700원)에서 6.15파운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물가상승

화 약 9,100원)로(연간 소득 455파운드(한화 약

률 이상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되어 기쁘다”

67만 원) 증가) 인상되었다.

면서, “국가생활임금과 국가최저임금이 고용에 부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상 속도가 벨기에, 프랑
스, 독일 등 영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임금인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왔다”라고 평가했다.

금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

1) UK government press release(2019.4.1), “Biggest ever increase to National Living Wage comes into
effect,” https://www.gov.uk/government/news/biggest-ever-increase-to-national-living-wagecomes-into-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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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자동가입 직장연금 최저 기여율 인상1)  
2019년 4월 6일 BBC에 따르면, 2019 과세연도

AJ Bell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톰 셀비(Tom Selby)

(tax year, 2019.4.6~2020.4.5)부터 1천만 명 이

의 말을 인용하여 “직장연금을 탈퇴하는 것은 자발

상의 영국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

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연금

다. 영국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1만 파운드 이

부담분을 거절하면, 이를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

상인 22세 이상 노동자들을 직장연금(workplace

다”고 보도하였다. 그는 몇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pension)에 자동 가입(Automatic enrolment)시키

현재 연간 소득이 3만 파운드인 24세 노동자의 경

고 연금을 원치 않는 노동자는 자동등록 후 탈퇴를

우 퇴직 후 현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1,000파운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9 과세연도부터 동 연

(한화 약 1,6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

금의 최저 기여율이 기존의 5%에서 8%로 인상되

하였다.

었기 때문이다. 이 중 고용주의 기여율은 기존 2%
에서 3%로 인상되었다.

한편, 출산 및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
는 여성 노동자 등 연간 소득이 1만 파운드(한화 약

이번 인상으로 연간 소득이 3만 파운드(한화 약

1,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의

4,40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매월 32파운드(한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약 47,000원)의 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그

다. 이와 관련하여 BBC는 여성이 임금을 받기 시작

러나 BBC는 이번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하면 그 수준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직장연금에

최소 구간이 기존 11,850파운드에서 12,500파운

가입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직장연금 부

드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실질 부담 증

담분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

가폭은 다소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자회사

을 모두 보도하였다.

1) BBC(2019.4.6), “Ten million people face higher pension payments,” https://www.bbc.com/news/
business-47816511

호주 : 정부, 대규모 감세 조치 발표
호주 정부는 2019년 4월 2일, 2019 ~20년 정부

먼저 연간 소득이 12만 6천 호주달러(한화 약 1

예산안을 통해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억 2,4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추가

한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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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1)

적인 세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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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간소득이 4만 8천 호주달러(한화 약 3,900만

격 최고한도(instant asset write-off threshold)를 3

원)에서 9만 호주달러(한화 약 7,300만 원)인 근로

만 호주달러(한화 약 2,400만 원)로 상향 조정하여

자로, 2019년부터 연말 세금공제를 통해 기존 530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자격조건 완화로

호주달러(한화 약 43만 원)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22,000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것

1,080호주달러(한화 약 87만 원)를

돌려받는다.2)

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소득세율을 2024~25 회계연도까지

각계에서는 이러한 감세 조치들이 향후 정부 재정

32.5%에서 30%로 인하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정책연구소인

연간소득이 4만 5천 호주달러(한화 약 3,600만 원)

그래튼 인스티튜트(Grattan Institute)는 현 정부 재

에서 20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 6,200만 원)인 경

정으로는 제안된 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감당하기 어

우에 적용되는데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호주 전체 소

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노동당 역시 세율

득세 납부자의 94%가 이 구간에 속해 있다.3)

인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비 재무장관 크리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상 감세 정책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4)들이

보웬(Chris Bowen)은 여당이 정부 재정을 충분히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한

고려하지 않았고 고소득자들의 감세 혜택도 확대했

자산 가격이 2만 5천 호주달러(한화 약 2,000만 원)

다고 비판하며, 호주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있어 이

이하인 경우 세금 환급을 받았던 반면 이제는 이 감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기존에는

세 혜택이 중견기업5)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산 가

1) ABC News(2019.4.3), “Federal Budget 2019: Winners and losers,” https://www.abc.net.au/
news/2019-04-02/federal-budget-2019-winners-and-losers/10939098
2) Budget 2019-20, https://www.budget.gov.au/2019-20/content/tax.htm
3) The Guardian(2019.4.2), “Coalition budget woos low and middle-income earners with $19.5bn tax
cut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apr/02/coalition-federal-budget-2019woos-low-and-middle-income-earners-with-195bn-tax-cuts-in-budget
4) 연간 매출액이 1천만 호주달러(한화 약 81억 원) 이하인 기업.
5) 연간 매출액이 5천만 호주달러 이하(한화 약 406억 원)인 기업.
6)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4.9), “Tax cuts will cost $30 billion a year and may drive budget
back to deficit, research finds,”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tax-cuts-will-cost-30billion-a-year-and-may-drive-budget-back-to-deficit-research-finds-20190408-p51c0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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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노동당, 내국인 고용 장려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방안 제안
2019년 4월 23일, 호주 노동당 대표 빌 쇼튼(Bill

특별한 증명 없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할 수

Shorten)은 호주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내국

한다고 주장했다.

인보다 외국인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국

호주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는 반

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최저

면, 호주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내

임금을 연 1만 호주달러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국인이 선호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

밝혔다.1)

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내국인 실업 문제

또한 임시근로비자(temporary skilled visa)를 소

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한다. 시드니대학

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80%가량이 실제로 인력

경영학과의 크리스 라이트(Chris F. Wright) 교수

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

는 외국인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 고용을 증가시

다. 즉, 내국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킬 것이라는 노동당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으

경우에만 해당 비자를 발행하여 외국인으로 인력

나,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지를 평가하는 절차(skill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 이와 더불어

shortage test)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노

현 비자시스템하에서는 고용주들이 타당한 이유나

동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1) SBS News(2019.4.24), “ ‘Locals are missing out’: Shorten vows to crack down on foreign worker
visas,” https://www.sbs.com.au/news/locals-are-missing-out-shorten-vows-to-crack-down-onforeign-worker-visas
2) The Guardian(2019.4.22), “Labor pledges stricter rules for skilled worker visas,” https://www.
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apr/23/labor-pledges-stricter-rules-for-skilled-workervisas

베트남 : 은퇴 이후 노인들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
베트남은 2011년부터 인구고령화 시대에 본격

만 55세로 현행 퇴직연령 이후의 인구는 약 1,100

적으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

만 명(전체 인구의 약 10%)을 상회하고 있고 2050

진행이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 노동법」제

년에는 이 수가 약 2,700만 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

187조에 따른 법정퇴직연령은 남성 만 60세, 여성

의 약 1/4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퇴직연령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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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노동시장 진입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태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법정 퇴직연령은 비교적

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고용주가 요구하는 신입직

이른 편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본인과 가족,

원은 일반적으로 18~35세 사이로 45세 이상이 되

사회를 위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열정과 건강을

면 직업 선택의 폭이 확연히 줄어들고 60세 이상인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파악하기로 도시지역의 은

경우에는 정식 채널을 통한 구직이 거의 이뤄지지

퇴자(또는 퇴직연령 이후) 10명 중 약 7명은 비공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풍부한 경험과 실무

식적인 부분(예: 폐지수거 또는 노점상 배달 등)에

능력을 갖춘 노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

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을 위한

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1)

노동시장이나 구직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9.4.22), http://baodansinh.vn/ngay-cang-nhieu-nguoicao-tuoi-tham-gia-thi-truong-lao-dong-d95844.html

베트남 : 의류제조업계 종사 노동자 수 약 250만 명, 임금수준은 전체 산업의 최저인
약 467만 동
베트남에서 섬유·봉제 등 의류제조업계에 종사

동(한화 약 24만 원)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이

하는 근로자의 수가 무려 약 250만 명에 이르는 것

러한 저임금으로 인해 의류제조업 종사 근로자들은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고(31%, 이하 복수응답), 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 저임금

활비 충당을 위해 차입을 하며(37%), 임시 주거환

으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경(가건물)에서 생활하는(23%) 등 매우 열악한 생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류제조

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류제조

업계의 임금은 전체 산업부문 가운데 최저 수준으

업계의 파업률은 베트남 전체 파업률의 39%에 달

로 기본급이 평균 약 467만 동(VND)(한화 약 23만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원인이 저임금 근로조건과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본급여는 전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급여의 약 64% 수준이며 수당이나 복지혜택 등의

베트남은 다수의 잠재적인 노동인구와 풍부한

급여가 나머지 약 36%에 해당되지만 이는 회사마

국내 고용기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지식을 가

다 차이가 있고 실제 이것들이 모두 제공되는 것은

진 근로자가 전체의 약 10.4%에 불과해 숙련 근로

아니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평균 약 500만

자 부족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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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게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다가 의류제조산업의 대부분이 수출제품 가공에 중

향상시켜 실질 임금을 상승하는 방안이 가장 요구

점을 두고 있고 단체교섭 등의 메커니즘도 부족해

되며 이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

외국 유수의 브랜드와의 임금인상 협상 등에서도

다.1)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9.4.12), http://baodansinh.vn/luong-khong-du-song—
cuoc-song-bap-benh-cua-lao-dong-nganh-may-d95102.html

중국 : 빈부격차 확대
최근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1)에 따르면, 세계

미한다. 중국의 전반적인 부도 증가하고 있지만 ‘부

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중산층이 점차

자 중국인’들의 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줄어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36개 OECD 회원국에

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4개국을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특히 도시와 농촌으로 이

더해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중산층의 비율은 1980

원화된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년대 64%에서 오늘날 약 61%로 하락했으며 해마

위크』중문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상하

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청년 세대

이와 베이징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스위스에 가깝지

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 청년 세대

만 중국 일부 지역의 생활수준은 과테말라에 가깝

의 중산층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

다.3) 현재 중국인의 재산 규모에 가장 결정적 영향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중국에서도 빈부격차의

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7년 베인 캐피털(Bain

그런데 개인 재산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을 때

Capital)에 따르면, 전 세계 사치품 시장 규모는 1

등급의 최하층에는 농촌지역 주민이 있다. 도시와

조 2천억 유로에 달하는데 그중 32%를 중국인의

농촌의 이원화된 시스템은 집체 소유의 토지가 토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상업은행(招商银行,

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오랫동안 제한해서 농

China Merchants Bank)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촌 지역의 부동산은 자산가치를 가지기 어려웠고,

이 은행의 VIP 고객 236명의 총자산은 5조 5천억

호적 제도는 농촌 주민이 대도시 주민이 되는 것을

위안(한화 약 933조 원)이고, 가구당 평균 자산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농촌 주민들이 높은 가

233만 위안(한화 약 3억 9,500만 원)이다. 이것은

치를 지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

1.9%의 사람들이 부의 81%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

고, 이에 따라 절대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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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배제되었다. 한 매체는 지난 20년간 빈부격

시-농촌 이원화 제도, 부동산 규제 정책, 개인 소득

차 확대에 기여한 근본적인 요소로 통화 정책, 도

의 저성장 등을 꼽았다.4)

1) OECD(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http://www.
oecd.org/social/under-pressure-the-squeezed-middle-class-689afed1-en.htm
2)《 凤凰网国际智库》(2019.4.15),「 经合组织经济不平等报告，收入停滞正将千禧一代挤出中产」, 2019년 4월 18
일 검색, https://pit.ifeng.com/c/7lt5owcztzc
3)《 新浪财经》(2019.3.27),「 中国贫富差距有多大？招行年报：2%的人掌握80%财富」, 2019년 4월 18일 검색,
http://finance.sina.com.cn/china/gncj/2019-03-27/doc-ihtxyzsm0970345.shtml
4)《 凤凰网财经》(2019.4.2),「 一组银行数据，带来贫富差距背后的真相!」, 2019년 4월 18일 검색, http://
finance.ifeng.com/c/7lXYqjSDgbR

중국 : 농촌 노동력 이동 현황과 농민공의 세대 간 변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중국에서 농촌 노동력 이동

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과 중노년의 비율이 큰 폭

현황과 농민공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농촌 노

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30세 이하의 청년들은

동력 이동에 새로운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1998년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16~20세, 21~25세의 농촌 인구 중 비농업 분야에

첫째, 비농업 취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5

종사하는 비율은 각각 60%, 54.7%였지만, 2015

년에는 약 30%였던 농촌 노동력의 비농업 분야 취

년에는 각각 91.5%, 90.3%로 증가했다. 넷째, 사회

업 비율은, 2015년에는 70%로 증가했다. 동시에

적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 1985년 이전 출생자

농촌 가구 97%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의 경우에는 세대 간 직업의 상승 이동률이 더 높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하고 있다. 한 학자의

지만 1985년 이후 출생자들은 세대 간 직업의 상

조사에 따르면, 비농업 취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

승 이동률이 낮아졌다. 세대 간 직업의 상승 이동

킨 동시에 농촌 가계 소득격차도 증가시켰다. 하지

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사에 따르

만 농촌 가구가 기본적으로 모두 외부 지역으로 나

면, 1985년 이전 출생자 중 아버지가 농민인 경우

가 취업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계 소득격차가 줄

20%는 교사나 의사 등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

어들기 시작했다. 둘째,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농업

었지만, 1985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취업 비율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11.6%로 떨어졌다.

는 외부로 나가 취업하는 인구가 대부분 청년 남성

농민공의 양상도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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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30세 이하의 청년 농민공들을 2세대라고

다. 1세대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

할 때, 2세대 농민공들은 이전 1세대와 달리 비농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흐름이 이

업 취업으로의 이동이 훨씬 일찍 완성됨에 따라서

미 출현했다. 하지만 2세대는 도시에서 직업을 못

장래 농업에 다시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줄어

구하더라도 도시에서의 삶을 추구할 것이다. 2세대

들었다. 농민공 1세대는 토지에 대해 여전히 감정

농민공들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혜택을 받으

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2세대들은 그러한 감정

며 성장했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이 그리 열악하지

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않은 조건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물질적 조건에 대

그리고 농업의 생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

한 압박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

고 2세대들은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거의 없어 농

강하다.1)

업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기 어렵

1)《 三联生活周刊》제1006기(2018.10.1),「 新打工一代：“30岁以下年轻人几乎不再务农”」, 2018년 4월 18일
검색, http://www.lifeweek.com.cn/magazine/lifeweek/2018/1053/, 원문 확인은 http://mini.eastday.
com/a/190411003206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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