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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선진국의 노동교육으로 본
민주주의의 완성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몇 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부러워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 우리나
라는 부모들의 교육열도 대단하고, 공부를 위한 학생들의 자기희생도 놀랍다. 초등학생은 중
학교 과목을 배우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과목을 학습한다. 부모들은 살림살이를 아껴서 학원
비를 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몇몇 직업만을 선호하여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 또는 공무원
이 되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패자가 된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차별이 직업선택을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 잘나가는 소
수의 직업을 갖기 위해 전 국민이 경쟁하는 모양이 되어 버렸다. 조만간 생산인구까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 미스매칭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차별적인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는 지난 60년 동안 행해진 노동에 대한 왜곡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절대과제는 빈곤에서 탈출하여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은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 파트너였고, 노동자의 기본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때론 노동의 희생이 당연시되었고, 노동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다. 노동에 대한 왜곡과 노동자에 덧씌워진 이데올로기는 여성, 청년,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해 왔다. 어쩌면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상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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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노동을 왜곡한 결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구체적인 방법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었다. 노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직
업관을 갖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며 궁극적으론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의 노동교육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노동교육은
체계화된 ‘노동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직업교육과 연계하고 있
다.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존중이 있기에 독일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노동교육을 중요한 시민교육으로 간주한다.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노동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동조합도 학
교 노동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미래 조합원이 될 학생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의식을 향
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더욱 흥미롭다. 노동교육이 독일이나 영국처
럼 하나의 교과목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교육, 역사지리, 경제사회 등 여러 과목에
그 내용이 충분히 융합되어 있다.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노동교육의
이론적 측면을 배우고, 역사지리 과목에서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을 학습하며, 경제사회
과목에서는 노동과 경제의 균형을 이해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프랑스
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우아하게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주요 선진국의 노동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
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초등
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 내용을
발전·심화하는 형태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이 무엇이
고 왜 필요한지를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노동법, 정치적 참여, 파업권, 노동의 역사 등에 대해
학습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노사관계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배운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의
체계적인 교육은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든다.
둘째, 유럽의 선진국들은 노동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민교육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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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육의 관계는 독일처럼 노동교육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시민교육을
노동교육에 비해 더 강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교육은 시민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되
어 있었다. 시민교육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올바른 시민의식의 함양, 다른 나라에 문화
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등을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에 대한 존중과 노
동자의 권리 인정, 대등한 노사관계와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셋째, 노동조합도 학교 노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노총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학교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법,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에 대한 이해,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교육비용을 직접 부담
하며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노총(TUC)도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
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역사,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강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특별교육을 받은 후에 학교 노동교
육에 투입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교육 사례는 한국에 많은 울림을 준다. 무엇보다 노동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를 완성해 나가려는 사회적 노력이 인상적이다. 최소한 선진국이 될수록 노동에 대한 배제와
왜곡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교육 사례를 통해 우리
도 학교현장에서 노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친다면 지금의 편향된 직업선택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차별을 줄일 수 있다.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
할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지금의 노사관계도 훨씬 성숙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노동교육은 일터
에서의 인권침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노동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을 어
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 답은 노동교육의 체계화를 향한 정부와 국민의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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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교육 : 노동학 교과를
중심으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들어가며
독일 교육과정에서 노동학 교과과목 도입에 대한 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직업생활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막 노동시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현대화, 자
동화되는 제품 생산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동시
장에 진입하기 전 학교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즉
현장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위주로 하는 과목을 교과과정에 도입하기로 하고

1969년 ‘노동학(Arbeitslehre)’이 독립적인 과목으로 교과과정에 편성된다. 노동을 중심주제
로 하는 노동학은 기술개발과 사회현상에 영향을 받아 노동기술, 전반적인 노동조건, 경제상
황, 글로벌화, 주요 업종 등 노동현장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담고 있다.
현재 독일 16개 연방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교육은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
부 주에서는 여전히 노동학 과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에서는 노동학이 ‘경제-노동-기
술(Wirtschft-Arbeit-Technik: WAT)’ 또는 ‘노동과 직업(Arbeit und Beruf)’ 등 다양한 이름
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과목으로 진행하거나 교과내용을 단일 과목이 아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정흥준·송태수·심성은·진숙경·황수옥(2018),『 노동교육의 진단
과 합리화』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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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여러 과목에 조금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등 주별로 노동교육의 비중, 교과내용과 수업방
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노동학 수업 시작이 졸업을 앞둔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이후 노동학 교과내용의 개편에 따라 대학
에 진학하는 김나지움(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편집자 주)으로 확대하고 상급학교가 아
닌 중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변화를 거쳐 왔다. 이렇듯 독일의 노동학은 새로운 기술의 도
입, 노동조직과 노동시장의 변화와 같이 노동현실이 달라지는 것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독일 노동학의 도입, 변화과정과 교과내용에 대한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의 노동교육1)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에서 노동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노동교
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노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동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직업선택을 돕고 다른 하나는 노동
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과 실행체계
독일의 교육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 초등과정, 2단계 중등1과정, 3단계 중등2
과정, 4단계 대학교 과정으로 나뉜다. 초등과정, 중등1과정은 의무교육이며, 과정에 따라 학
교의 종류도 나뉘는데 중등1과정에는 기본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종합

1) 이 장은 정흥준 외(2018),『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중 제5장「 독일의 노동교육 사례」(송태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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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Gesamtschule), 그리고 김나지움(Gymnasium)이 있다. 기본학교와 실업학교는 실업
계이고 김나지움은 인문계이며 인문계와 실업계가 통합된 종합학교가 있다. 중등2과정에
서는 배우는 내용에 따라 학교의 종류가 나누어지며 직업학교(Berufschule), 전문고등학교
(Fachoberschule),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와 인문계 상급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통상적으로 중등2과정 중 직업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바로 취직을 하게 되고 김나지움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고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독일의 이
러한 교육시스템 중 특히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듀얼시스템(Duales System)은 독일 노동
교육의 특징으로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
머지 시간은 기업에서 직업훈련과 실습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독일 16개 연방 주는 독립적인 교육과정과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ultusminister Konferenz - Bildung, Wissenschaft, Kultur: KMK)를
구성하여 다른 주로 전학하는 학생들을 비교 가능하게 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장
관협의회는 각 주가 서로 비슷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졸업장, 자격증 등)을 일관성 있
게 조율하고 학교,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
육, 학문 및 문화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독일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
독일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은 진로 오리엔테이션, 노동문화,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그리
고 노동비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중등과정에 진학한 학
생들은 중등과정에서 직업과 진로설계, 노동과 사회 및 사회보장, 그리고 노동기본권과 노사
관계 부분을 배운다. 교육방법은 교과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과 실습 및 현장학습을 통한 직
접적인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졸업을 앞둔 9~10학년 학생들에게는 ‘경제와 노동’을 중
심으로 시장경제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및 사회적 관점, 이해집단과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문
제, 기업의 폐해 또는 실업과 빈곤 문제 그리고 경제와 생태계 문제 또는 세계 경제관계 등 다
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듀얼시스템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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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업학교는 학교에서 이론학습을 하고 기업에서 실습생으로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학교와 기업의 연계 교육과정은 실습생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받도록 하고 실제로 기업은 실습생을 시간제 학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 듀얼
시스템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산업체에서의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 독일 노동학의 발전배경과 교육과정의 실행
노동학의 발전배경
독일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2차 대전 후 재
건사업이 한참인 상황에서 정작 일을 시작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생활로 전
환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그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학교에
서 직업교육의 부재가 특히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은 ‘청년들의 직업위기’라며 청소년들에게 현대화·자동화되어
가는 제품 생산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2) 이
러한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이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 중 가장 지배적인 주장은 ‘직업교육은 특히 실질적 능력위주
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단계에서부터 삶과 밀접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논의 시작단계에서 두 가지 의견이 형성되었는데, 직업
과 노동에 관한 문제제기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학교 밖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왜 초기 노동학과 관련된 논의에서 전반적인 노동

2) DGB(1952), Arbeitslosigkeit und Berufsnot der Ju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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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비중이 낮아지고 직업교육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설명한다.3) 이러한 논의과정
을 통하여 9학년부터 노동학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었고 학생들이 거주 지
역을 중심으로 노동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직업선택에 도움을 받고 사업장 실습을 병행하는 수
업방법이 도입되었다.

노동학의 발전과정
각 연방 주의 정책에 따라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를 통
해 교과과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학 도입도 각 주별로 약간의 시기상
차이를 두고 연방 주 전체로 확대되었다. 노동학의 도입 후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서 노동학
수업 시작시기의 조정,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확대 혹은 축소, 교과서 내용 변화 등이 이루
어졌다.

1964년

독일 교육과 직업훈련위원회(Deuscher Ausschuss für das Erziehung- und Bildungswesen-DA)의 기본학
교(Hauptschule) 설립을 위한 계획을 통해 독립적인 과목으로 노동학 도입에 대한 논의

1969년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에서 노동학 도입을 결정

1969년

바이에른 기본학교 9학년에 노동학 도입

1970~1974년

‘바이에른 학교 개혁’에서 기본학교 7학년과 8학년으로 노동학 확장 도입

1974년

노동학의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1976년

기본학교에서 노동학 커리큘럼은 대부분 경제에 관한 내용이 지배적으로 구성됨

1977년

직업전문대학 커리큘럼으로 노동학 도입

1985년

노동학 내용 중 경제에 관한 내용을 줄이고 직업교육에 관한 내용 위주로 개편

1987년

노동학이 모든 학교의 8학년과 9학년에서 의무교육화

1987년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에서 중등1과정에 노동학 도입 결정

1997년

노동학에 경제구조에 관한 내용 추가

2004년

과목 이름이 노동학에서 ‘노동-경제-기술(Arbeit-Wirtschaft-Technik)’로 바뀌고 5학년 교과과정에 도입

2018년

교육 플러스 계획

3) Dedering( 2002 ), Entwicklung der schulischen Berufsorientierung in der Bundesrepubik
Deutschland. S.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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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방 주의 노동교육과정 현황
노동학은 일부 연방 주에서는 주로 종합학교나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연방 주에서는 노동학의 내용이 각기 다른 과목으로 흡수되어 수업이 진행되거나
또는 과목 이름이 ‘경제-노동-기술(WAT)’ 등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독립적인 노
동교육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 연방 주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교육의 현황
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를린(Berlin)
베를린에서는 통합 중등학교 7~10학년에서 ‘경제-노동-기술(WAT)’ 과목을 가르치고 있
다.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 커리큘럼부터 경제-노동-기술(WAT)로 이름이 바뀌어 노동
학의 중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베를린 교육부는 “노동의 기술적, 경제
적, 사회적 및 생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지식 이외에 문제해결, 협력 및
창의력과 같은 기본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 경제 및 가
정에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업은 교실뿐만 아니라 학습 작업장(Schulischen
Werkstätten) 및 학교 밖의 실습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함부르크(Hamburg)
함부르크에는 2010년부터 새로운 학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업학교, 기본학교와 종합학교
및 중등학교로 구별된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함부르크에서는 여전히 노동학 과목으로 수
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노동과 직업(Arbeit und Beruf)’ 과목으로 개설되어
시행 중이다. ‘노동과 직업’ 과목의 학습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술과 경제’
에서는 노동, 업무와 기술적 조치, 기술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제어, 상품생산, 생산비용 등을 다
루고 있다. 둘째, ‘가정과 경제’에서는 가정에서 노동과 생활, 영양과 건강, 가정과 가사 기술,
상품과 과정의 사용 및 평가, 소비자 결정 및 소비자 행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셋째, ‘진
로의 선택’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적인 계획, 노동의 직업성, 변화 속에서 노동과 직업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전의 노동학에서 다루던 주제들은 새로 구성된 과목 ‘경제’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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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4)

헤센(Hessen)
헤센에서 노동학은 모든 공교육에서 독자적인 과목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김나지
움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직업훈련의 준비 및 평가, 노동을 위한 준
비 등과 같은 주제의 노동학이 헤센의 교육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되었으나 지금은 기본학교와 실업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세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동학은 5~6학년에서 시작하여 기본학교 10학년까지 주당 최대 16시간, 실업학
교에서는 주당 8시간, 종합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5)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2010년에 개정된 학교법에 따라 ‘노동-경제-기술(AWT)’ 과목이 중등1과정에 개설되었고
5학년부터 주당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
고 기본학교와 실업학교 5~6학년, 종합학교에서는 ‘직업(Beruf)’으로 김나지움 7학년과 10
학년에서 ‘노동-경제-기술(AWT)’ 과목으로 노동교육이 시행되고 있다.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2011년부터 노동학을 위한 광범위한 핵심 교과과정이 편성되었고 이 커리큘럼에는 5학년
부터 10학년까지 가사, 기술 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포함되었다. 새롭
게 편성된 핵심 교과과정에는 종합학교와 중등과정의 선택과목으로 노동학(가사/기술/경제)
이 포함되었다.7)

4)
5)
6)
7)

https://bildungsserver.hamburg.de/
https://dms-portal.bildung.hessen.de/
https://www.bildung-mv.de/
http://www.learnline.schulministerium.nr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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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노동학의 특징
노동현실의 변화와 노동교육의 연계
1969년 노동학 과목 도입 초기에는 졸업을 앞둔 9학년 학생들의 직업훈련을 위주로 수업과
정이 시행되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학의 내용, 수업시기와 수업방법의 꾸준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개혁을 통해 9학년에서만 시행되던 노동학 수업을 7~8학년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교과의 내용 또한 목적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사업장 견학을
중심으로 매 학년 다양한 업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교습방법을 도입하였다.

1980년대 독일의 노동사회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업에서 노동 유연화가 급격하게 진행
되는 중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올바른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학은 직업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계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를 구별하던 것을 바꾸어 전체 노동자
로 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노동학이 중등1과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등2과정까지도 노동학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97년 연방 주 교육장관협
의회(KMK)에서는 모든 연방 주의 김나지움 상급단계와 직업전문학교에서도 노동학 수업을
하도록 결정하였다.8) 1997년 개편을 통해 노동학의 주제 영역이 노동, 직업, 기술, 경제, 가
정경제에서 확대되어 정보기술, 통신기술, 일과 여가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발
생하는 인원감축, 노동조합의 변화, 숙련구조의 변화 등 빠르게 바뀌고 있는 노동환경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2004년 교육개편의 큰 변화는 노동교육이 노동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
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1997년 교육계획을 통해 김나지움까지
확대된 노동교육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면서 과거 직업학교에 중점
을 두었던 노동학을 더욱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각 주에서 노

8) KMK(1997), Vereinbarung zur Gestaltung der gymnasialen Oberstufe in der Sekundarstuf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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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과목의 이름이 노동·경제·기술로 변경되거나 노동학 교과서를 아예 없애고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을 사회, 정치/경제, 역사, 기술 등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으로 분산시키기도 하
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김나지움까지 확산된 실습위주의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이론
적인 준비와 평가가 미흡하여 사실상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
부 연방 주 김나지움에서만 노동학이 개별과목으로 수업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
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의 수업에서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각 과목으로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노동교육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각 과목과 노동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
다.9)

2018년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는 “미래의
소비자로서, 시민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 경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초등과정과 연계하여 5학년부터 시작
해야 하며 특히 노동의 이해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은 노
동, 경제, 기술, 직업 및 법률 분야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개념
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노동과 경제분야의 중요한 사실과 그 사이의 연
계도 이해해야 한다”10)고 밝히고 있다.

독립교과목으로서 노동학의 특성과 의미
노동학의 목적은 1969년 노동학이 독립된 과목으로 교과과정에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시기
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에게 노동과 직업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실질
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다. 헤센 주 문화교육부에 따르면 “노동학의 목적은 청
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개념의 형성을 통해 노동과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 Dedering, Heinz(2002), Entwicklung der schulischen Berufsorienti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 29.
10) Rausch(2016), Fachdidaktik Arbeitslehre.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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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은 노동학 수업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교습법적 체계에서도 중점적으로 다
뤄져야 하며 특히 노동의 주제는 기술적, 경제적, 친환경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11)
독립과목으로서 노동학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노동교육은 처음엔 직업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점점 그 범위가 인문계 김나지움까지 확대되고 노동교육의 시
작도 중급과정에 저학년으로 내려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노동교육은 노동의 범
위를 직업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삶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사실상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금노동과 부불노동 모두를 노동의
영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주요 교과 주제를 직업훈련과 직업선택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나
가사노동에까지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직업선택을 시작으로 근로계약, 임금, 산업재해,
노동법률, 실업 등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노동은 기술과 사회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 경제, 노동의 미래와 같
은 주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노동교육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론과 실
습에 중점을 둔 교습방법을 강조하며 사업장 실습과 학교 안과 밖에서의 현장체험을 통한 교
육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학 교과서의 구성
현재 헤센 주에서 5~6학년과 8~9학년에서 독립적인 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학 1과
노동학 2를 통해 노동학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노동학 교과서의 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직업의 선택, 기술 시스템과 과정, 노동의 체계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구조, 건강한 정신과 신체, 노동의 미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6개의 주제 영역은 노
동학 1과 노동학 2가 동일하며 노동학 1에서는 각 주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념 및 현상을 배
우고, 노동학 2에서는 주제별 지식을 더 넓고 깊게 배운다. 교과서는 각 주제에 대하여 사진,
도표, 그림, 통계자료, 적절한 예시, 각 주제에 맞는 언론기사나 문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11) Arbeitslehre – Bildungsstandards und Inhaltsfelder(2018),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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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잘 숙
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수행과제는 첫째, 분석을 통해 학생들
은 노동과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시스템 및 구조와 문제들에 대해 서술하고 분류하
며, 개별 사례에 대하여 배운 지식들을 더 확장시켜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 서술
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
도록 한다. 학생들은 수행과제를 통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행과제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비판적으로 상황의 배경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과정을 통해 이론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직접적인 실습을 통한 교육을 받는다. 실습교
육은 노동학 수업을 잘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을 준비·수행·평가하거나 프로젝트의 준
비와 발표, 또는 역할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론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 시사점
노동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나마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노동교육의 범위를 매
우 좁게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동학 교과과목의 내용
은 직업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봉사활동과 같은 부불노동
도 노동의 범위에 포함시켜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 직업활동을 통한 생계보장과 더불어 사
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독일 헤센 주의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학 노동교과서에서는 노동에 대해 “사람은 자신의 노동과 직업을 통해 음식, 의복,
주거 등에 필요한 돈을 번다. 따라서 직업은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
을 의미하기도 하며 노동은 가족, 여가 또는 친구들과 같이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사회에서 직업은 한 개인의 외관을 결정하기도 하면서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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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한 노
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도 있다. 스스로 또는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매
우 중요하지만 과소평가되어 있고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가족의 부양과 행복을 위해서는 매
우 중요하다”12)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또는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교육을 독일에서와 같이 노동학과 같은 체계적인 과목으
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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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인권 및 노동교육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영국의 노동교육 사례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대영제국’ 영국의 시민교육
제국(Great Britain)이었던 국가의 역사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영국의 사회과 교과체계 안
에는 지리와 역사만 포함되어 있다. 사회과라는 교과목이 없다. 그러한 영국에 2000년대 들
어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이 도입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역사와 지리 과목만으로는 복
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다. 10여 년의 논란 끝에,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을
통해 도입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NC)에 2002년도부터 학교 정규 교육과정
(Key Stage 3 & 4; 우리의 중등과정) 내에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도입하였다. 중등학교부
터 영어, 수학, 과학과 함께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민교육을 필수교과
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다른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통합교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독립 필수교과로 정한 것이다. 2002년부터 국가교육과정에 도입된 시민교육
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사항이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선택이 아
닌 의무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영국에서 시민교육 관련 논의가 촉발된 배경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 차원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정흥준·송태수·심성은·진숙경·황수옥(2018),『 노동교육의 진단
과 합리화』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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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럽 시민성 함양 교육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모든 청소년이 유럽시민으로서의 정체
성을 함양하고 유럽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사회통합 관련 논의는 리스본 조약에서 강조되었는데, 리스본 조약 역시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세부 목표로 채택하였다.1)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
연합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성 함양교육은 물론 자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
을 잃지 않도록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핵심과제가 “인권, 민주주의 및 법
의 지배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육훈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유럽각료회의, 2010).
시민교육 관련 논의가 촉발된 배경의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교교
육 및 성교육과 함께 시민적 주체성의 확립에 필요한 역량의 강화를 위해 개인의 사회교육
및 경제교육을 내용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PSHE) 과목이 필수교과로
도입되었다. 블레어 이후 보수당이 집권한 후 2007년 착수해 2011년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
에 따라 사회와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PSHE를 필수교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개인 및 사회
적 수준에서의 보건·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지원체계, 그리고 경제적 재정·재무관리의
내용을 교육하려는 조치였다.

■ 시민교육과 노동교육
근래 영국 사회과 관련 교과체계 재편의 배경이자 결과로 모아진 시민교육 과목과 PSHE
과목의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면, 시민으로서 노동(자) 관련 문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1)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논의의 출발은 퍼트남(Putnam)에게서 많은 이론적 시사점을 끌어
온다. Putnam(2000)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시민적 덕목과 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
고 있고, 시민적 덕목과 시민의 참여는 바로 시민역량을 측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시민교
육 관련 논의의 핵심적 연구자인 크릭(Crick) 역시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s)
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이때 ‘적극적 시민’이란 정치제도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여하고
참여하는 시민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Cri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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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민성 매트릭스(Citizenship Matrix)
1

2

3

4

5

6

7

공동체
가족
평생
소비자
납세자 유권자 노동자
구성원
구성원 학습자
A

특정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의 이해를 분명히 함

B

특정 상황에 적절한 도덕적 가치의 틀에 적용

C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문화, 성, 종교, 인종, 공동체의 다양성
을 이해하고 존중함을 입증

D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여 싸우기

E

정보의 출처(광고, 미디어, 압력단체, 정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

F

재무관리

G

의사결정 및 선택 시 위험과 불확실성 평가

H

변화를 개시하고, 대응하고, 관리함

I

특정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메커니즘이나 기관을 선정

J

특별한 행동과정의 사회적, 자원환경적 영향 확인

자료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2000: 37).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민의 다양한 존재 양태를 드러내주는
‘시민성 매트릭스(citizenship matrix)’로부터 자연스레 도출되는 것으로, 시민은 ‘공동체 구
성원이고, 소비자이며, 가족구성원이고, 평생학습자이면서, 납세자이고, 유권자이고, 그리고
노동자’이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이런 다양한 존재 양태의 시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들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민 개개인에게 총합적으로(holistic) 진행될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원
칙에 입각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시민성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개별 분과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교차적으로 그리고 전 교과를 넘나
들며 간학문적으로(interdisciplinary)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성 매트릭스에서 확인하듯이, 시민의 매우 일반적인 존재 양태 중 하나가 노동자인 만
큼, 그와 관련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체결 상대자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연금
제도 및 평생학습자로서의 권리와 기회 등과 관련한 내용이 정부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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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영국 수상의 사진과 정부부처별 소개가 아니라, ‘일, 직업과 연금
(working, jobs and pensions)’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표 2>의 ‘일터에서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합’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게 된다.

<표 2> 일터에서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합
1

농업 노동자의 권리

2

일터에서의 감시: 노동자의 권리

3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

4

차별: 당신의 권리

5

경영정보제공 및 협의

6

노동조합 가입

7

고용주가 수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8

임신한 노동자의 권리

9

장애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

10

고용주에게 경영정보제공협약 체결 요구

11

노동쟁의 행위의 중단: 시민의 권리

1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업무 중단

13

노동쟁의 행위와 파업에의 참여

14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권리

15

일터에서의 훈련 및 학습: 당신의 권리

16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근로

17

연금수급연령 이후의 근로

18

직장 내 괴롭힘

19

작업장 내 온도

자료 : https://www.gov.uk/browse/working/rights-trade-unions(검색일: 2019.6.2)

시민성 매트릭스 체계에 근거해서 2013년 교육과정 개편안이 제시하는 시민교육 교과목
의 핵심어는 ‘적극적 시민성’ 함양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TES, 2014). 즉 높
은 수준의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은 시민교육을 통해 영국이 어떻게 통
치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성인
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안녕(wellbeing) 추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오해섭·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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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6).
다음으로, 노동교육은 경제교육 과목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정부
부처 중 비즈니스·혁신·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2010년 발간한『 출발: 일할 권리와 책임(Starting Out: Your Employm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이라는 브로슈어에 잘 드러난다. 브로슈어는 일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60분 동안 진
행할 수 있는 6개 과정의 수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브로슈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
리, 차별 관련 이슈, 정보제공, 현장실습,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 등 주
제에 대해 구체적 발생 상황과 대처법, 지원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노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서 노동이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존재 양태 중 하나로서 노동을 소개하
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의무를 모든 시민 각인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 중 하나로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
으로서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은 교육 및 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
합 포함)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과 훈련생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시민성 함양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지위, 학생자치위원회, 과목 및 과정 위원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시민성 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하는 양질의 시민성 함양
교육 기회를 갖게 된다. 후자의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은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서
환영받는다. 고용주들도 현장실습생을 위해서는 ‘시민성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에 노동조합
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습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자료
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교육협회(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ACT)가 교사에게 제
공하는 자료 중에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을 소개하는 독립 자료가 있다. ‘노동조합이 학교 안
으로(Unions Into Schools)’라는 사이트는 영국노동조합총연맹(Trades Union Congress:
TUC)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 유나이트(Unite) 및 공공연맹 등 다수 산별연맹 노동조합들이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 동영상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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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청소년 노동교육
영국의 연합노동조합 유나이트(Unite)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소개하고 노
조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Unite in Schools’라는 전국 수준
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10~11학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단계 과정으로 시행하
고 있다. 2011년 유나이트는 교육당국에 15~16세 학생에게 노동조합주의에 관해 소개하
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유나이트 사무총장 맥클러스키(Len
McCluskey)는 11~16세 사이의 학생 대상 시민교육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문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많은 학교에는 시민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종종 노동조합에 관
해 질문을 받지만 대다수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 나
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The Guardian, 2011.9.12)라고 주장했다.
유나이트의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바
로 이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조합원들로 충원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TUC가 재원 부족으로 인
해 청소년 대상 교육사업을 적극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나이트는 2년 전부터 이
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한적인 재원으로 운용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대의
원(Union reps)이나 학습위원(Learning reps) 또는 적극적 활동가 등으로부터 강사를 충원
하고 있다. 이들 강사에게는 교통비와 봉사에 대한 대가(약 150파운드/일)를 지불하고 있다.
강사들은 휴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직(轉職) 대기자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정책에 따라 학교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며, 혹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지역별로 청소년 학
생 중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변자(speakers)를 양성․확보하여 이들의 도움도 적
극 받아가며 교육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들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
램 유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의 교원노동조합 대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학교장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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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현재 유나이트는 캠페인 노조(Campaigning Union)라 할 정도로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이며,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급단위 혹은
대형 강의실 수업(약 200명까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교육도 있으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다
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강사는 1시간 강의의 흐름을 5분 단
위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데, 일례로 도입 5분, 노동조합의 의미 및 필요성
관련 동영상 5분, 참여식 프로그램 25분, 피드백 5~10분, 엔딩 5분 등으로 계획·진행한다.
이 외에 Unite in Schools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약

사(略史) 및 워크북 자료를 준비하여 정형화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
의는 대개 학교장 내지는 학교 교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의 활동 및 작업장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산업안전, 근로시간,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계발의 권리, 그리고 집단적 요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권리 등을 중
심 내용으로 소개한다(그림 1, 그림 2 참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유나이트의 일반 조합
원 중에서 훈련을 거친 조합원들로 강의는 주로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
기본권 및 노동조합 관련 내용 외에도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당
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황을 전달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
여 노동조합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
운 조합원들로 충원될 학생 대상 청년층의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우리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 일터에서의 다섯 가지 권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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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동조합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달성하였는가? (강의 보조자료)

■ 영국 노동교육의 함의
최근 2011년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새롭게 정립된 영국 시민교육 교과목은 한편
으로 정치참여와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생
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재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
는 경제 교과목이 없고, 시민교육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경제교육이 특정 경제주체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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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강조하거나 옹호, 혹은 특정 이론을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개 시민의 독립
적 경제주체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이고, 소비자이며, 가족 구성원이고, 평생 학습
자이면서, 납세자이고, 유권자이고, 그리고 노동자(일하는 사람)’라는 다양한 존재 양태를 띠
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시민이어야 한다.
고용주도 실상은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이다. 다양한 존재 양태에 따라 권리의 소유자이면
서 동시에 의무의 이행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완성
되는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용주로서
권리와 책임은 시민성 교육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사회보장권 및
노동기본권 등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 1면에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
(Unions into Schools)’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필요성,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역사적
의미, 그리고 노조의 다양한 활동 내용 등이 청소년·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특
히 유나이트(Unite)는 미래의 조합원이 될 세대가 노동조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최근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이 학교
에 들어와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교육당국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시민교
육의 효과성을 위해 당사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교육에 대한 편향적 이해에
서 벗어나, 건강한 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노동교육을 인정하는 교육당국이나 사용자단체
등의 태도야말로 영국 노동교육이 우리사회에 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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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징 :
타 과목과의 융합과 의무교육화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서론
노동교육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진화해왔다. 프랑스 노동교육의 경
우 정부 주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 초중고 학교교육 내 의무 교과과목에 포함되어 체계
적으로 실시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성인 대상 노동교육은 간과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체계적인 노동
교육과 시민교육 실시는 현재 민주주의의 안착, 노조의 역할 및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과 실행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교육 등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이 발전된 프랑스 노동교육의 역사와 현황,
최근 개혁 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정흥준∙송태수∙심성은∙진숙경∙황수옥(2018),『 노동교육의 진단
과 합리화』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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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동교육의 시작과 발전
노동교육의 다양한 과목과의 융합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교육, 역사지리(histoire et
géographie), 경제사회(économie et social) 과목 등 여러 과목과 융합되어 실시된다. 초중
고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교육을 접하고, 순차적으로 심화된 지식을 축
적한다.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건강한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경험, 역사
지리 과목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노동교육의 핵심이 프랑스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과 결과에 대해 학습한다. 경제사회 과목에서는 시장, 화폐, 금융 등 노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하는 등 프랑스 초중고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통해 노동의 여러 측면을 학
습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
프랑스 시민교육은 3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송용구, 2010). 첫 번째 시기는 프랑스대혁
명부터 제3공화국(1870~1940)까지로, 제정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공화국 정
신을 이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교육이 시작되었다. 국민 교화, 애국심 함양, 국민적 통일
성 확보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85년까지로, 68 운동 이후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민교육이 강제적인 애국심
이식 운동으로 비판받고 폐지되었다. 마지막 시기는 198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과 인종차별, 학교 폭력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
하자 공교육 내 시민교육을 재도입해 공화국의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여론이 강해졌다.
이로써 시민교육이 공교육 교과목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1985년 시민교육이 초등학교 교
과목으로 편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중학교, 1999년에는 고등학교에까지 의무단독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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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도입되면서 현재의 교육체계가 구축되었다.

2000년대에도 시민교육 개혁이 계속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과 2015년 개혁
이다. 2008년에는 시민교육에 윤리 과목이 접목되면서 ‘시민윤리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장되어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2015년에는 ‘시민윤리교육(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는데, 교사와 학생 간 소통 및 학생 간 토론이 전보다 더 강
조되었다. 또 2015년부터 노동교육이 역사지리 과목에 통합되어 노동의 역사와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프랑스 노동교육의 특성
프랑스의 노동교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프랑스의 시민교육 과목에 융합되어 교
수되는 경우 초중고 교과과정이 공통 학습 목표를 추구하지만, 내용은 학년에 따라 점차 심화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타인 존중하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 이해와 공유, 시민문화 익히기
등 3가지 학습목표에 관해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고교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정
교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2018년 7월, 필자가 프랑스 현지에서 인터뷰했던 한 학부모는 프랑스인과 결혼한 한국인
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었는데, 그녀는 자녀의 역사교과서에서 1936년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유급휴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부분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한국에서
는 역사나 사회 교과서에서는 언급되기 힘든 부분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에 설명될 정
도로 총파업 등의 노동교육이 자연스러운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기에 인터뷰했던 낭트대학 시민교육학과 교수들,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노조간부
등의 프랑스인들은 노동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주
의와 노동권 쇠퇴를 막고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노동교육은 시민교육, 역사지리학, 경제사회학, 프랑스문학 등 다양한 과목
과 적절히 융합되어 있다.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될 경우 과목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교육이나 윤리학, 경제, 사회, 문학 등 다양한 과목과의 연계성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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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프랑스식 노동교육은 다양한 과목과 통합되어 노동교육에
대한 역사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습효
과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셋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생각해보도록 유도
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 강의식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한
편,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관련 원칙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
께 추론하도록 유도한다. 토론식 수업의 강화는 시민교육 교육의 경우 2015년 시민교육 개
혁으로 강화되었다가, 2018년 개혁으로 다시 약화된 바 있다.

■ 학교 내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초중고 시민교육의 공동 목표와 방향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은 노동교육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초중
고 단계의 시민교육 교과과정은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일부 개정되었다.1) 언어, 수리 및 타
인에 대한 존중에 관한 국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랑스 초등학교의 관련 교과과정이 개편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된 2018년 프랑스의 시민교육과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타인 존중(respecter autrui),
프랑스 가치 습득과 공유(acquérir et partager les valeurs de la Répulibuqe), 시민문화 익
히기(construire une culture civique)다. 초중고 시민교육은 3가지 주요 주제하에 감수성 배
양, 규칙과 법칙 문화, 판단력 함양, 참여 능력 키우기 등 4가지 추가 목표를 두었으며, 다시
각 추가 목표하에는 초중고 공통의 세부 목표들이 포함된다.2)
초중고 각각의 시민∙노동교육 목표와 주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반복되며, 각
1) Arrêté du 17. 7. 2018, J.O. du 21-7-2018.
2) “Les finalités de l’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 n〬
30, 26 juille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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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노동
교육에 관해 공동 목표를 추구하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용을 심화하는 식이다. 일례로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는 간략한 학교생활 속 규칙 등에 대해 공부하고, 고학년부터 인권이나 기본
권 등의 추상적 개념에 대해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초중고 노동교육은 시민교육, 역사지리 과목, 경제사회 과목과 학교와 교사에 따라 프랑스
어 과목 등 다양한 과목과 연계해 실시된다. 역사 등 타 교과목 교과서에 ‘시민교육’ 제목을
달은 페이지나 박스 텍스트를 삽입함으로써 타 교과과목의 세부 주제와 연결되는 노동교육
내용이 설명되는 식이다.
두 과목 이상이 융합 구성된 교과서는 한 가지 대상 혹은 주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시민교
육 측면에서도, 또 노동교육 면에서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과목의 유기적인 내용
구성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이해도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높은 학습효과가 기대된다.

초등학교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원칙적으로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시작되지만 노동교육은 저학년 시민교육
과목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저학년 시민교육 내에 공동체 생활이나 규칙 준수
등이 소개되는데, 이는 노동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등
학교 1, 2, 3학년 학생들(CP, CE1, CE2)은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을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학습한다.3)
노동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과정부터 언급된다. 일례로 프랑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교과서 중 한 페이지를 들 수 있다. [그림 1]의 왼쪽 페
이지에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오른쪽에는 1948년 채
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 소개되어 있다.

3) 초등학교 저학년 윤리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결정되었다(「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 du 21-6-2015; Bulletin officiel n° 30 du 26-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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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시민교육 교과서

자료 : Sophie Le Challennec, Tous citoyens!, 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 Paris: Hatier, 2015, p.48-49.

하단에는 각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며, 사진 왼쪽과 아래
부분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교과서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는 것이다. 왼쪽 페이지의 질문은 “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에 대해 어려운 용어 대신 학생
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으로 이야기하라”고 명시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질문은 “ ‘시민
과 인간의 권리 선언’과 ‘세계 인권 선언’ 간 공통점을 찾아보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노력이 18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스스
로 깨닫게 하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CM2 과정의 역사 과목에는 노동교육이 강
화되어 ‘프랑스의 산업시대’라는 챕터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새로 삽입된 챕터를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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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5학년 때 산업혁명이 미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4)
특기할 만한 점은 새롭게 도입된 산업시대 파트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교육의 주요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프랑스의 산업시대’ 챕터에서
산업화의 의미, 183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시대 당시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
한 이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 등을 학습한다. 노동자 중에서도 광산, 공장, 수공
업,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등 어느 지역 혹은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
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조명했다. 또 빅토르 위고의 소
설『 레 미제라블』등을 예로 들면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 및 노동교육은 시민교육과 역사지리 과목 외 프랑스어 과목과도 융합된
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프랑스어 말하기, 쓰기에 할당된
시간에 시민교육 주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5)

2018년 7월 초, 본 보고서 연구진이 인터뷰를 실행한 파리 근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프
랑스어 과목에서도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프랑스
어 수업시간에 19세기 말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아동 노동자의 삶에 대한 빅토르 위고의
시「 멜랑콜리아(Melancholia)」를 가르친다. 그녀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시를
선택했는데, 당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멜랑콜리아」를 읽으면서 시를 배우는 한편, 자연스럽게 당시 노동환경과 아동착
취로부터 아동권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4) “Thème 2 – L’âge industriel en France”, Eduscol,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
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p. 1., http://cache.media.eduscol.education.fr/file/
Histoire/87/5/RA16_C3_HIGE_CM2_Th2_age_industriel_France_619875.pdf(검색일: 2018. 11. 7).
5)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 n゚ 30, 2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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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1, 2, 3, 4학년(6ème, 5ème, 4ème, 3ème) 등 4년 과정으로 구성된 중학교에서 노동교육
은 매주 3~4시간씩 교수되는 시민교육과 역사지리 과목을 통해 진행된다.6) 시민교육 과목에
서는 프랑스 국내법과 EU법, 국제법 등 노동교육의 기초가 되는 법과 규칙을 주로 학습한다.
역사지리 과목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노동 및 노동자 관련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교육부7)의 시민교육 과목 프로그램 및 설명지침에 따르면 중학교 고학년의 시민교육 교과
목의 목표는 타인 존중이다. 소목표 중 하나가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인데, 법이나 규칙 외에
윤리법, 도덕법, 관습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타인의 소유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8)
교육부의 시민교육 교육지침에 따르면 4학년은 ‘정치적 참여, 노조 관련 참여, 협회 참여,
인도적인 사회 참여: 동기와 행동양식, 문제점’에 대해 학습한다. 중학교 3학년부터는 노동자
의 노조 및 협회 참여 필요성과 인도적인 사회 참여, 정치적 참여 등 여러 사회 참여와 문제점
에 대해 배운다.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은 시민교육 외 과목에서도 노동교육을 학습한다. 역사지리 과목의 3
가지 연간 학습주제 중 두 번째인 ‘19세기의 유럽과 세계’라는 챕터에서는 당시 노동자의 사
회적, 경제적 역할을 배우게 된다. 관련 챕터의 노동 관련 내용은 프랑스의 1848년 혁명에 관
한 것으로, 공업의 발달로 노동자 계급이 형성·성장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을 갖게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노동권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학습대상
이다.

6)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cid 80 /les-horaires-par-cycle-aucollege.html(검색일: 2018. 11. 8).
7) 프랑스 교육부의 정식명칭은 고등교육·연구·공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
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로 통칭한다.

8) “Annexe – Programme d’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de l’école et du collège (cycle 2, 3, et
4)”, Bulletin officiel , n° 30, 27 July 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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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성
3년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노동교육은 일반 고등학교(lycée générale)와 직업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le) 등에 따라 내용이 다소간 상이하다. 고등학교의 시민교육 과목은 시민·법률·
사회 과목(éducation civique, juridique et sociale)으로 명명되어, 시민교육에 법률적 측면과
사회 과목이 결합된 형태를 띠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민교육 과목으로 통칭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시민·법률·사회 과목을 연간 총 17시간 수업하며, 연관 과목
인 역사지리 과목은 매주 3시간씩 배우게 된다.9) 선택과목인 경제사회를 통해 기업, 협회 등
경제에 대해 다루는데 노동과 관련된 경제 전반 사항에 대해 공부한다.
기술 고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을 연간 18시간, 역사지리 과목은 매주 1시간 반씩 수업한
다. 경제경영기술계열인 경우 선택과목으로 경영·디지털 과목, 경영 과목, 법·경제 과목을 선
택해 매주 15시간씩 공부한다. 3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으로 경영·디지털 과목(인사, 커뮤니
케이션 과목 등에서 추가선택함)과 법·경제과목을 매주 16시간씩 공부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내 노동교육은 더 복잡하고, 실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프랑스 노동자
들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10) 교육부의 고등학교 시민교육 교과과정 지침에
따르면 ‘타인 존중하기’(대주제) 밑에 ‘사회에서의 법의 기능’(소주제)에서 법과 규칙의 역할,
프랑스 법과 기능과 함께 사회권(droits sociaux)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사회권을 학습하면서 노동권(droit de travail)의 개념과 활용방법, 노조에 대한
개념과 역할, 노조의 형성과 자유, 파업권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 노동자가 실업 등 사회
적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노동자 권리 및 사회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복
잡하고 추상적인 노동교육 관련 개념들을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직접 깨닫고, 서로 논의하도
록 하고 있다.
일례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과서를 보면, 1947년 총파업에 대한 역사적
9) 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cid52692/les-enseignements-nouvelle-seconde.
html#Horaires_et%20organisation%20des%20enseignements(검색일: 2018. 11. 9).
10)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urnal officiel, 21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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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등학교 1학년 역사교과서 내 노동교육 관련 내용

자료 : Histoire Géographie EMC, cycle 4, 3e, Collection Natalie Plaza, Hachette,
pp.190-191.

사실을 소개하면서 당시 정치·경제적 상황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본 내용은 르노 자동차
노동자들과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연계해 노조와 노동자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총파
업을 단행했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한다.
직업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교육 교과과정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강조된다. 최근 직업적성자격증 과정(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이하 CAP)에 포함된 시민교육과정은 2015년 교육개혁으로 강화되었는데, ‘역사지리’와 ‘시
민교육’이 분리되면서 각 교과의 특성이 더 부각되었다.11) 일부 직업고등학교에서는 시민교
육 단독 교과목이 폐지되고, 다른 과목과 융합되도록 개혁되었으나 이것이 시민교육 과목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년 전부터 시민교육 과목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인
11) “Programme d'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pour les classes préparatoires au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2015년 6월 12일 행정명령(arrêté du 12-6-2015), Journal officiel ,
21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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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깔로레아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시민·법률·사회 과목 교사 지침서에 따르면 직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시민·
법률·사회 과목은 사회생활에 적용 가능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당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시민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차별의 의미와 형태를 이해하도록 한다.
CAP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의 세부 주제는 ①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② 평등, 차이, 그리고 차별, ③ 시민과 언론, ④ 시민과 정의로 나뉜다.12) 시민
교육 과목에서는 노동교육의 전제가 되는 시민교육에 대해 배운다면, 역사 과목이나 경제 과
목에서는 노동교육의 역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대해 학습한다.
또 예방·건강·환경 과목 수업시수 중 10%는 구직부터 근로계약, 피사용자와 사용자 간 분
쟁해결방법, 직장 내 위험요인 그리고 이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까지 취직을 앞
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졸업 직후 바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13)

■ 프랑스의 성인 대상 노동교육
프랑스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은 독일, 스웨덴 등 노동교육이 발전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행된다. 프랑스 성인 대상 노동교육은 주로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
되며, 그 대상 역시 일반인이 아닌 노조원으로 제한된다. 드물게 초중고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를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을 경우 학생 교육에도 관여할 수 있다.
프랑스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가장 활발한 성인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노동총연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이하 CGT)의 노동교육 담당 간부 4명을 지난 2018년

7월 파리 근교 CGT 본부에서 인터뷰한 결과, CGT의 성인 노동교육은 노조원의 새로운 기술
12) http://www.education.gouv.fr/cid50636/mene0925419a.html(검색일: 2018. 11. 29).
13)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Prévention Santé Environnement”, Bulletin officiel , n° 30,
23 July 2009, p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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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과 노동권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례로 2018년, CGT에서 실시 중인 노동교육은 노조의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하는 ‘일반
노조결성 교육(formation syndicale générale)’, 기업의 사용자와 기업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임자 대상 교육(formation des mandats)’, 노조 내 교육자 등 간부급을 양성하기 위
한 ‘노조 책임자 양성 교육(formation à la responsabilité syndicale)’, 소프트웨어, 기계 작업
등 새로운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한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CGT의 노동교육은 모두 사용자의 기여로 충당된다. 1971년에 채택된 법률에 따라 사용자
들이 노동자의 교육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GT는
사용자들의 부담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운용하며, 노동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교육기간은 최대 법적 허용일인 18일까지 가능하지만 보통은 2~3일에서 긴 경우 10일 정
도 소요된다. 보통 공기업 노조원은 연간 12일, 시청, 우체국 등의 노조원은 연간 18일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전 혹은 오후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CGT 내 노동교육 담당 부서는 본부가 아닌 33개 협력 지부에 위치하며, 본부에는 엔지니
어 등 총 7명의 자문단이 활동한다. 지부의 인력까지 포함하면 CGT에만 약 300명의 노동교
육 인력이 활동하는 셈이다. 노동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에서 결정하고, 각 지부 연맹에
서 확정한다.

■결론
프랑스는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해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목표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교육 내용이 시민교육, 역사, 경제사회
등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노동에 관한 여러 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2015년 교육개혁은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토론과
발표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노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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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교육은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편
이지만, 오늘날의 교육체계를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부터
도입되어 실시된 노동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은 68 운동으로 일시 폐지되었다가, 1980년 사
회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재도입되었다. 즉 정부 주도의 학교 교과과정 제도화
와 다른 주요 과목과의 융합 실시 등은 프랑스만의 독창적인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노동교육 및 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 노동교육 분석 결과, 노동교육을 통한 노동 관련 역사와 노동자들의 권리 인
식 등은 추후 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
스와 정치·사회·경제적 차이점이 현격한 만큼,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합의
점을 도출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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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동향 및 연구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평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캠퍼스 경제학과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십여 년간 스마트폰 대중화에 힘입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면
서 미국 내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케그(Chegg)와 같이 주거, 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버
(Uber)와 리프트(Lyft)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서비스는 대표적인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는 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전자와 고객 간에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남긴다. 그렇기에 택시 면허를 구매하고, 차량을 소
유해야 하는 기존 택시업체들보다 저렴하게 택시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성장속도가 매우 빠
르다.
하지만 그 성장속도에 비례하여 차량공유서비스와 같은 신사업은 임금, 일자리, 택시 면허
가격 등의 부문에서 기존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기
존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글은 미국 차량공유서비스의 성장과 최근 추세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를 통해 공유서비
스가 기존 택시기사들의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차량공
유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해당 쟁점에 대
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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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동향
정의
미국에서 차량공유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차량을 초단기간 대여해 주는
공유 모델(sharing model)이 있다. 2007년부터 집카(Zipcar), 플렉스 카(Flexcar) 등 다수의
업체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9월 기준 집카가 미국 관련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또 다른 차량공유서비스는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운송서비스
공급자(mobility service provider) 또는 차량호출업체(ride-hailing market)라고 정의되며, 우
버, 리프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논의할 차량공유서비스는 후자를 지칭한다.

추세 및 전망
미국에서 대표적인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로 우버와 리프트가 존재한다. 2019년 1월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우버가 68.5%, 리프트가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업체를 제외한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우버의 경우 2009년 설립된 후, 2010년 5월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0년 우버의 관리
자 중 한 명인 라인언 그레이브스(Ryan Graves)가 최초로 우버 드라이버1)가 되었고, 2014
년 12월 40,000명의 신규 택시기사가 우버 드라이버가 되었다. 마침내 2016년 미국 전역에
서 우버 드라이버는 50만 명을 넘기며 기존 택시기사의 수를 넘어섰다(Cramer and Kruger,

2016). 2018년 기준 우버의 매출은 1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2019년 5월 10일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당일 종가 기준 시가총
액은 697억 달러로 예상치(약 1,00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리프트의 경우 2013년 5월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 리프트의 매출은 22억

1) 우버와 계약을 맺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를 지칭하며, 우버 드라이버는 리프트 등 다른 업체와
도 동시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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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우버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2017년 11억 달러에 비해 2배가 증가
한 것으로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이처럼 두 업체는 설립 이후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가능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관련 업체인 Statista는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시장의 매
출액 증가율(revenue growth)은 2018년 23.3%에서 2023년 5.9%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시장 성장세 추정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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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tatista’s analysis(2019).

■ 미국 최저임금 영향 관련 쟁점
기존 택시기사들의 일자리 및 임금 문제
차량공유서비스로 인한 기존 택시기사들의 일자리 및 임금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다. 우버 도입에 따른 기존 택시기사들의 임금, 일자리 등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분석한 대표
적인 논문은 European Economic Review 에 실린 Berger et al.(2018)이다. 해당 논문은 미
국 50개 상위 대도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버 도입으로 인한 기존 택시기사들의 일자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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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변화를 분석했다. 저자는 이중차분법(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을 이용
하여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우버 도입 전후에 따른 종속변수(임금, 일자
리)의 변화를 파악했다.
먼저, 우버의 도입에 따른 기존 택시기사들의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우버의 도입은 전통 택
시기사의 일자리에 측정 가능할 만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개인 택시기사뿐
아니라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2)
<표 1>에서 보듯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독립변수, 연도효과를 고려할 경
우 우버 도입으로 전체 택시기사의 일자리는 0.4% 증가, 법인 택시기사의 일자리는 7.6%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3)에 저자는 해당
결과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자는 관측되지 않은 요소가 우버 도입과 상관없이 택시기사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도 고려하였다. 그래서 단순히 택시뿐 아니라 우버와 관계없는 트럭, 버스, 트랙터 등의
사업 역시 분석하였으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버 도입은 택시기사의 임금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우버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 택시기사의 임금은 통제변수에 따라 13~15.5% 정
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모든 택시기사의 경우 임금을 포함한 그들
의 전체 소득은 11~14% 감소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택시 산업이 우버 도입 전부터 초과수요 상태였으므로, 우버의
도입으로 택시기사의 일자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그들의 임금은 우버와 경쟁하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본 논문 이외에도 Zoepf et al.(2018)와 Hall
and Krueger(2016) 등의 논문이 관련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두 논문 모두 정식 저
널에 출간되지 않았다. 또한 첫 번째 논문의 경우 우버 측의 반박에 의해 결과를 대폭 수정하
고 있으며, 두 번째 논문의 경우 2019년 Krueger의 사망에 따라 논문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개인택시를 소유한 기사(self-employed taxi drivers)는 개인 택시기사, 임금을 수령하는 기사(wage
employed taxi drivers)는 법인 택시기사로 번역하였다.

3) 해당 변수의 표준오차가 지나치게 높아 p-value가 지나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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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버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2009~2015년)
일자리(노동공급)
표본 : 전체 택시기사

표본 : 법인 택시기사

(1)

(2)

(3)

(4)

(5)

(6)

우버 도입 이후

2.2% 감소

2.8% 감소

0.4% 증가

9.2% 감소

10.1% 감소

7.6% 감소

MSA, 연도효과

○

○

○

○

○

○

추가적인 통제변수

×

○

○

×

○

○

추가적인 연도효과 고려

×

×

○

×

×

○

주 : MSA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대도시(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를 가리키며, 도시 중 대다수의 인
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함.
자료 : Berger et al.(2018).

<표 2> 우버 도입에 따른 소득 변화(2009~2015년)
평균 소득
(1)

(2)

평균 임금
(3)

(4)

(5)

(6)

15.5% 감소

18.5% 감소

<표본 : 모든 기사>
우버 도입 이후

11.0% 감소

12.3% 감소

14.0%감소

14.5% 감소

<표본 : 법인 택시기사>
15.4% 감소

16.8% 감소

18.3% 감소

13.0% 감소

14.2% 감소

15.5% 감소

MSA, 연도효과

○

○

○

○

○

○

추가적인 통제변수

×

○

○

×

○

○

추가적인 연도효과 고려

×

×

○

×

×

○

주 : MSA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대도시(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를 가리키며, 도시 중 대다수의 인
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함.
자료 : Berger et al.(2018).

택시 면허의 가격 추이
차량공유서비스의 확장은 임금, 일자리 이외에도 택시 면허(a taxi medallion)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택시 면허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택시
기사 간에 양도가 가능하다. 특히 뉴욕의 택시 면허는 미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 중
하나로 각광받아 왔으며, 한때 100만 달러(약 1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중이다. 관련
뉴스를 추적해 보면, 뉴욕시에 한정해서 택시 면허 가격의 변화 추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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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62년 뉴욕 택시 면허의 가격은 2만 5천 달러였지만, 2005년에는 32만 5천 달러에 거래
되었다. 그 후 2010년을 전후해서 60만 달러까지 올랐고, 2013년 말 즈음에 1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2014년 이후 차량공유서비스가 크게 성장하며, 면
허의 가격은 2015년 65만 달러로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며, 최근 2018년에는 20만 달러 이
하로 거래되는 실정이다. 우버가 크게 활성화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처럼 급감한 택시 면허의 가격은 택시기사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관련
쟁점을 몇 년간 추적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대출을 받아 택시 면허를 구매한
후 장기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며 은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우버, 리프트의 등장으로 택시 면
허 가격이 급감하며 상당수 기사들은 심지어 면허를 되팔아도 빚더미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워
졌다. 여기에 더해 수입도 감소하여, 대출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택시위원회의 대변인 앨런 프롬버그(Allan J. Fromberg)는 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에 최소 150번 이상 택시 운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는 고령 기
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택시 면허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 구매자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택시 면허 구매 범위를 넓히고, 택시 면허에 부과되
는 취득세를 줄이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차량공유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기사를 고용된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계
약자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최초 우버, 리프트가 사업을 시작했던 2013년에는 법
률적으로 차량공유서비스 기사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
사들은 세금, 초과근로, 근로시간 등의 항목에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O'Connor이라는 우버 드라이버가 캘리포니아 법원을 대상으로 자신
이 우버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기름 값 등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결국 2019년 3월 우버는 해당 법률재판에서 우버 드라이버에게 2천만 달러
(약 240억)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본 소송 건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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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버는 2019년 4월 초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 드라이버는
주체적인 1인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우버 드라이버가 근로여부, 근로장소, 그리고
시간대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며, 리프트와 같은 다른 경쟁업체와도 동시에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버 드라이버가 근로자로 규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으며, 관련 쟁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2019년 6월 기사4)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
며, 차량공유서비스 기사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뉴욕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이 현재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
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을 위해 2019년 1월 소득 인상 법안을 시행했
다.5) 관련 인상 법안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는 운전기자들을 위해 세후 시간당 소
득 17.22달러(한화 약 1만9천 원)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기존 시간당 평균 소득인 11.90
달러(한화 약 1만3천 원)에 비해 약 5달러 정도 높은 수준이며, 평균적인 운전기사는 1년에

9,600달러 정도의 추가소득을 얻게 된다. 우버, 리프트, 주노(Juno), 비아(Via) 등 뉴욕시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 약 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들이 현재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않지만, 이들의 생계비 역시 보장되어야 한
다는 사회적인 목소리에 뉴욕시가 귀 기울인 결과라 판단된다.

■ 맺음말
미국의 경우 2013년경부터 차량공유서비스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
역시 이미 벌어졌거나, 현재도 격렬하게 벌어지는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신규 차량공유
4) Los Angeles Times(2019.6.23), “Treat workers as employees? Uber, Lyft and others are scrambling
for a compromise”, http://www.foxnews.com/opinion/2016/08/16/are-taxi-medallions-toobig-to-fail-too.html

5) Vox(2018.12.5), “TNew York City passes nation’s first minimum pay rate for Uber and Lyft drivers”,
https://www.vox.com/2018/12/5/18127208/new-york-uber-lyft-minimum-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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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체와 기존 택시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혁신과 혁신으로 피해를 보는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해외 동
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국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추적하면 관련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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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살트쉐바덴 협약
80주년 기념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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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머리말
1938년 스웨덴 사용자연맹(Swedish Employes’ Confederation: SAF)과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이 체결한 살트쉐바덴 협약(Huvudavtale:
Saltsjöbaden Agreement)은 스웨덴의 노사관계의 기반을 만든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앙교섭단체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노사 간 평
화적인 합의 문화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2019년 3월, 스웨덴 내 노
사관계 관련 기관들은 이 협약 체결 80주년을 맞아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에서는 살
트쉐바덴 협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노사관계의 나아갈 길을 점검하고자 다수의 발
표자, 토론자, 참석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글에서는 살트쉐바덴 협약의 배경과 개
요 및 2019년 3월에 개최된 8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본다.

■ 살트쉐바덴 협약의 개요
1920년대~1930년대 초까지 스웨덴은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자의 파업일수가 세계에서 가
장 긴 나라 중 하나였다. 격렬한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됨에 따
라, 1920년대 말 우파정권은 국가 경제와 관련 있는 기업체 등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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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파업금지법」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노조 및 사민당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결국 법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1930년대 초까지 이어져온 노사갈등에 정점
을 찍은 사건은 1931년의 ‘오달렌(Ådalen) 사태’로 이때 파업 시위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군
대가 총을 겨누고 발포하여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 및 사회전반적
인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노사갈등은 더 많은 피해와 공멸을 이끌 것이라는 노사 간의 공감
대가 형성되었다.1)
하지만 1932년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민당 집권 이후 힘을 얻은 노조 측은 급진
적인 친노동자 정책을 요구하며 수시로 파업을 단행하는 한편,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로 이에
맞서며 노사갈등을 심화시켰다. 사민당은 1932년 국가 특별조사보고서위원회(SOU)를 통해
우파정권이 도입하려고 했던 파업금지법의 필요성 및 노사갈등 해결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
를 진행했다. 1935년 정부가 발표한 마지막 SOU 보고서는 ‘노사 간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 제정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조 측의 무기인 파업과 사용자 측
의 무기인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제정하게 된다면 노사 양측은 상대방을 압박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 자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노사갈등으로
인해 멀어진 노사 양측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하지만 당시 총리였던 페르 알빈 한손(P.A. Hansson)은 소수 내각인 사민당 단독으로서는
노사의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1936년 농민당(현 중앙당)에
농산물 보조금 지원 등 타협안을 제시하며 좌우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때 사민당은 농민당
의 요구로 농산물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조를 수용하였고, 농민당은 사
민당의 요구인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받아들였다. 결국 사민당은 농민당과의
연정(적녹연정, Red-Green Coalition)을 통해 과반 정부 구성에 성공했으며 노사갈등을 안
정화할 수 있는 개혁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3) 특히 연정이 이루어지면서 사민당
1) Kjellberg, A.(1990), The Swedish Trade Union System: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1-59.
Paper presented at XIIth World Congress of Sociology, Madrid, Spain.
2) Elvander, N.(2002), The new Swedish regime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flict resolu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8(2), pp.197-216.
3) Socialdemokraterna, Our History: A part of member training fo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Retrieved on 1st July 2019, https://socialdemokraterna.abf.se/globalassets/socialdemokrater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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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추진하려던 파업금지법과 직장폐쇄금지법의 법제화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이를 무
기로 사민당과 농민당 연립정부는 노사에 지속적으로 법안 관철 의지를 전달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1936년 봄 노조와 사용자단체 대표자들은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
작했고 2년 만에 살트쉐바덴의 그랜드호텔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1938년 12월 20일, 노사 대표 13명이 모여 체결한 살트쉐바덴 협약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
(노동시장위원회, 협상 방식, 노동자 해고, 노동쟁의,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쟁의발생 시 대응
법)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4) 우선 살트쉐바덴 협약 제1장은 SAF와 LO 각각 3인의 대표들로
구성된 노동시장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노동시장위원회는 노사 간 협약에서 결정
된 내용의 해석이나 적용방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회를 위협하는 노사분쟁이 발생했
을 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금협상에 있어서는 중앙 단위의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동시에 해고 및 파업의 절차를 제
도화하여 대규모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강경수단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
어 LO 산하의 노조가 단체교섭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작업장 귀환을
명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합의하였다. 즉 이
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은 자본가의 경영권과 노조의 단결권을 상호인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일부 보고서에서는 살트쉐바덴 협약에서 스웨덴 모델의 구체
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처럼 묘사해왔다. 예를 들어 살트쉐바덴 협약을 통해 노조가 사용자들
의 지배권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이 이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힘쓰
며 기업 이익금의 85%를 사회보장 재원(법인세)으로 내놓기로 했다는 내용이나 국민의 차
등 의결권 허용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다뤄졌다. 하지만 실제 협약의 합의문에서 해당 내용
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살트쉐바덴 협약은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것과
는 다르게 노사 양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사갈등 국면을 완화하고 산업평화를 달성할 것인
지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노사 협력의 큰 틀을 담은 합의
문으로 볼 수 있다.
studieportal/our-history.pdf

4) 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Huvudavta, Retrieved on 1st July 2019, http://www.lo.se/home/lo/
res.nsf/vRes/lo_huvudavtal_pdf/$File/Huvudav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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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웨덴 모델의 기반이 되는 노사관계는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채 노사 양측
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치를 공고히 했다는 측면에서 협약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협약은 노사 중앙조직을 통해 정부 개입 이전에 신속하게 갈등을 봉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노사분규 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여 이어지는 합의들(‘산업안전에 관한 합
의(1942)’, ‘직장평의회에 관한 합의(1946)’,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 동작 연구에 관한 합
의(1948)’)과 연대임금제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살트쉐바덴 협약 80주년 기념 콘퍼런스
살트쉐바덴 협약의 8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3월, 웁살라대학의 노동연구소(Uppsala
Center for Labor Studies), 국제노사관계학회(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중재위원회(Mediation Institute)는 살트쉐바덴에 있는 그랜드호텔
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5) 그랜드호텔 살트쉐바덴은 1938년 협약이 처음 이루어진 곳
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200여 명의 청중들과 18명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살트쉐바
덴 협약의 의의와 스웨덴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했다.
콘퍼런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트쉐바덴 협약
의 배경과 스웨덴 노사관계에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라쉬 마그누손(Lars Magnusson), 이엘란드 올라우손(Erland Olauson), 헨릭 말름 린드베리
(Henrik Malm Lindberg)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세 명의 발표자는 살트쉐바덴 협약의 배경
과 이를 바탕으로 한 스웨덴 모델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웨덴의 노동시장 모델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연구 발표들이 이
어졌다. 요아킴 팔메(Joakim Palme)는 스웨덴 노동시장을 자본주의 다양성에서 다루는 자유
시장경제(LMEs) 조정시장경제(CMEs)의 노동시장 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제3 모델로 봐야 한

5) Medlingsinstitutet(2019), Saltsjöbadsavtalet, Retrieved on 24th June 2019, http://www.mi.se/
kollektivavtal-lagar/saltsjobadsavta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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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현재 스웨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비교정치경제학에
서 다루는 제도적 상보성 및 제도적 변화 관점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비르기타 니
스트롬(Birgitta Nyström)은 살트쉐바덴 협약 이후 단체교섭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스웨덴의 단체교섭이 다른 국가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현안을 다룬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라쉬 캄포
쉬(Lars Calmfors)는 스웨덴 노동시장 내 단체협약의 범위와 노조가입률의 변화에 대한 연구
를 발표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노조 이탈, 신규 유입된 노동자들의 노조 미가입 현상이 앞으
로 이어질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니카
순덴(Annika Sundén)은 최근 공공부문의 노동시장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발표했는데, 고
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다수의 이민인력 유입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인력수급이 시급한 상황에
서 현재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고급인력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내 인력들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
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공공부문 내 AI, 로봇 등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AI와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안나마리아 베스트레골드
(Annamaria Westregård)는 공유경제와 클라우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개념
에 대해 다루며 노동시장 내 전통적 행위자인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현상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현재 단체협약이나 스웨덴 노동 관련 법에 속해
있지 않는 새로운 노동형태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로타 스테른(Lotta Stern)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60%가 현재
의 단체협약 형태에 찬성하고, 1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을 긍정적으로 바
라보는 기업들은 단체협약 체결이 주는 좋은 평판, 직원들과의 관계 개선 등이 단체협약 체결
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콘퍼런스 발표자와 토론자들로부터 나온 공통된 의견은 살트쉐바덴 협약이 현재 스웨
덴 모델의 기초를 이루었고 여전히 노동시장 정책 곳곳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이었다. 현재는 살트쉐바덴 협약이 체결되었던 시기와 달리 산업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지만
여전히 각 산업의 노조와 사용자대표는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서 활동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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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최소화하며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 노조
들은 노조가입률 감소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영향력 및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상 파트너인 사용자단체가 지금까
지 유지되어오던 교섭 방식을 유지할지 혹은 새로운 전략을 택할지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전망이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살트쉐바덴 협약의 전개과정과 그 개요를 다루며 그동안 국내의 언론과 보고
서에 잘못 알려져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고, 살트쉐바덴 협약 8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발
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다. 이 콘퍼런스에서 노사관계 연구자들은 살트쉐바덴 협약이 노동
시장 및 노사관계에 끼친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 협약 이후의 스웨덴 노사관계를 여러 방면으
로 재조명했다. 살트쉐바덴 협약의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스웨덴의 모습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연구자 및 노동시장 관계자들에게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 노동자 대투쟁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어떠한 가치가 있으
며 연구자들이 그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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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차량공유 시장의
전개 및 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온명근 (프랑스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동반한 차량(voiture de
transport avec chauffeur: VTC)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2011년 12월 파리에서 우버(Uber)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후발업체들도 속속 이 공유차량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장
의 확대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법정 분쟁 및 해당 산업 관계자들
의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차량공유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서비스 도입 과정과 이후 전개에 대해
살펴본다. 전개 과정은 주로 쟁점이 되었던 갈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서비스 시행이 안정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남
아 있는 쟁점 사항을 소개한 후, 글을 마친다.

■ 차량공유서비스 시장의 현황
2018년 2월 1일 기준으로 교통부에 25,959대의 VTC 차량이 우버(Uber), 쇼페어 프리베
(Chauffeur-Privé), 탁시피(Taxify), 르캅(LeCab) 등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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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인 19,031대가 수도권 지역(Île-de-France)에 분포하고 있다. 등
록된 운전자 역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27,395명 중 19,701명이 수도권에 집
중되어 있다.1) 한편 택시는 2016년 기준으로 파리에 17,343대,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본토
에 37,518대가 등록되어 있다.2) 2013년에 6,000여 명의 사업자(수도권 지역에는 3,437명)
가 등록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3) 택시 및 공유차량의 수
도권 집중현상은 전체 차량 대비 수도권 차량 비율뿐 아니라, 인구 1만 명당 택시 비율을 통
해서도 확인된다. 2016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인구 1만 명당 택시 대수는 8대 꼴이었지만, 파
리에는 30.2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반면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는 5대 정도에 그쳤다. VTC 역
시도 파리와 수도권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다른 지역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2016년 11월에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연도 VTC
시장의 규모를 8억 유로 규모로 추정하였으며 2022년에는 15억~35억 유로까지 확대될 것
으로 내다보았다.4) 또한 VTC분야 종사자의 월 순소득은 평균 1,400~1,600유로에서 형성되
며, 이는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적인 순소득 1,300유로 비해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일반적 택시기사의 월 순소득은 1,700유로, 개인 택시기사의 경우는 2,600~3,000유로 정
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이나 업체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면허 취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택시의 높은 수익성에 대한 지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파리의 택시 면허 취득 비용은 2013년 25만 유로 정도였으나, VTC 시장의 성장과 맞물
려, 2017년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인 14만 유로 정도까지 하락하였다.5)

1) L’express, «Les vrais chiffres du marché des VTC et des taxis en France», 2018.2.18.
2) Le service de la donnée et des études statistiques(SDES), «Les taxis et VTC en 2016-2017,
Rapport de l’Observatoire national d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de personnes», 2018.7.
3) «Combien de chauffeurs VTC en France?», 2013.11.14., http://voitures-avec-chauffeurs.fr/
combien-de-vtc-en-france/

4) Le Monde, «Le secteur des VTC pourrait employer jusqu’à 100 000 personnes d’ici à 2022»,
2016.11.23.
5) France Blue, «Taxis parisiens : le prix de la licence se stabilise»,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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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공유서비스 도입 및 전개 과정
차량공유서비스 도입과 법제도 정비 착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버를 필두로 차량공유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기존 택시업계와 차량공
유서비스 업계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2015년 1월 1일을 기해 이를 발의한 전직 정무차
관 토마 테브누(Thomas Thévenoud)의 이름을 따서 테브누(Thévenoud) 법안으로도 불리
는, 2014년 10월 1일 법안(LOI n° 2014-1104 du 1er octobre 2014)이 발효되었다. 이 법
안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VTC의 위치를 탐지하는 것과, 예약이 되지 않은 한 주차가 허
가되지 아닌 곳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했다. 이는 택시업계 측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조치로 받
아들여졌다.

2015년 3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업계의 선행 주자였던 우버 프랑스의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고객의 위치를 탐지하는 행위는 금하였으나,
사전에 고객이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권리는 인정하였다. 또한 VTC 사업자들이 택시와 유사하
게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에 기반을 둔 요율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 분쟁 및 제도 정비 과정
2016년 1월 28일 우버 프랑스가 전국택시조합에 120만 유로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각종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노력도 지속되었다.
같은 해 3월 16일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은 우버 종사자의
노동자성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우버 플랫폼과 운전자 사이에는 종속적 관
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급자로서의 지위 및 사회보장분담금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3월 9일 최고행정법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VTC 탐지를 다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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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법원은 우버팝(UberPop)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우버는 한 택시 운전자에게 800유로를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우버팝 서비스는 운전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어떠한 사전심의 및 등록절차 없이, 우버 플랫폼 등록만으로 영업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우버 서비스와 구별된다.6) 이 서비스는 2015년 7월 1일을 기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종료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

6월 22일 국회의원 로랑 그랑기욤(Laurent Grandguillaume)에 의하여 규제, 책임의 부
여 및 개인 대상 대중교통 부분의 간소화를 위한 2016년 12월 29일 법안(LOI n° 2016-

1920 du 2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régulation, à la responsabilisation et à la
simplification dans le secteur du transport public particulier de personnes)이 발의되었
다. 이는 앞서 발효된 테브누(Thévenoud) 법안의 후속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법안은
경쟁하는 교통수단 간의 예약 시스템에 대한 정비, 운전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등록절차의 강
화,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택시를 포함한 개인 대상 대중교통 수단에서 카드
결제수단 활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중 2018년 1월을 기해 단체운송을 규
제하는 국내 운송 지도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du transport intérieur: LOTI) 자격 취
득자들이 더 엄격한 심의요건을 요구하는 VTC 운전자 자격(Le statut de chauffeur VTC)을
얻어야만 10만 명 이상 주거지역에서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활용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
다는 항목은 VTC 사업자 수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자격요
건을 요구함으로써 VTC 운전자의 노동자성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월 14일 Le-Cab플랫폼 종사자가 제기한 급여 재산정과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소송에서
파리 노동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2월 20일 우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200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
고, 운전자와 플랫폼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3월 17일 사회보장법원(Tribunal des affaires de sécurité sociale: TASS)은 사회
보험징수공단(URSSAF)이 우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재산정 및 노동자성 인정에
6) 우버팝의 경우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치 않아 우버에 비해서도 더 낮은 가격에 서
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규제 및 관리가 어려웠고, 많은 국가들에서 금지되었다(Le Figaro, «Uber et
UberPop : c'est quoi la différence?»,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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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이른바 우버 모델의 미래를 가늠할 수도 있을 중요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우버 및 VTC 플랫폼 측의 큰 승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월 20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VTC 서비스에 대해 정보
산업이라기보다는 운송 사업의 성격을 띠므로, 개별 회원국들이 우버팝 등의 서비스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7)

2019년 1월 10일 파리 고등법원은 VTC 운전자와 우버 사이에 노동계약 관계가 성립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파리 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Le-Cab 플랫폼과 VTC 운전자 사이에 노
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지만, 우버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8)

1월 27일, 1월 10일의 고등법원이 우버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이후, 우버 측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된 운전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공개했다.9) 프랑스에서 개별 VTC 플랫
폼 업체가 실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위값의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운
전자의 시간당 소득은 24.81유로(한화 약 3만 3천 원)로, 플랫폼 수수료(25%), 서비스 비용,
부가세,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하고 나면 9.15유로(한화 약 1만 2천 원)가 되며, 주 45.3시
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순소득은 매월 1,617유로(한화 약 215만 원)가 된다. 참고로 2019
년 프랑스의 시간당 순최저임금은 7.72유로(한화 약 1만 원)이다.

■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쟁점 사안
VTC 서비스 사업과 택시 업계 간 대립
앞서 VTC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택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 택시
면허 가격도 하락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은 택시 사업의 수익성 약화는 가격경쟁으로

7) EUROPE 1, «La décision de la justice européenne sur Uber est "une victoire sociale"»,
2017.12.20.
8) Le Monde, «Le lien unissant un chauffeur et Uber reconnu « contrat de travail »», 2019.1.11.
9) Le Capital, «UBER : LES SALAIRES DE SES CHAUFFEURS FRANÇAIS RÉVÉLÉS»,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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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요소와 함께, 단위시간 내에 손님을 유치하는 정도로 설명되는데, 택시 가격은 경직적으
로 조정되므로, 후자의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10) 프랑스 전체 택시 대수는 2010년
에서 2014년까지 연간 약 2.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에는 0.5% 수준을 유지하였다. 파
리로 국한하여 살펴보면 증가율은 한층 더 안정적이었다. VTC의 폭발적인 증가는 공급을 급
격하게 증가시켰으며, 기존 택시업계는 가격경쟁에서도 밀렸다. 격렬한 사회적 충돌이 벌여
졌으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도적 정비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었다.
초기에는 전자기기에 활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1년여 만에 철폐된 점은 흥미롭다.
이후에는 오히려 기존 택시업계 측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도입하
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드 결제수단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바라고 있는데, 기술발전이 기존
사업에서의 신기술 도입을 추동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버팝에 대한 규제는 급격한 공급 확대에 대한 통제를 통해 급격한 수익성 하
락을 방지하는 측면과 함께, 안전성 확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랑기욤
(Grandguillaume) 법안은 VTC 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자격조건과 의무적인 교육이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환경연대부에 의해 관장되는 일원화된 VCT 사업자 등록제도(Le registre
d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REVTC)를 확립한다. 이 역시 해당 부문의 수익
성 보호와 함께 운송 사업의 안전성 확보라는 기조와 일관된다.
전자기기를 통한 규제는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VTC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점
을 부여받고 있다.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는 택시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VTC는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라면 차고지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VTC는 버스전용차선을 이
용할 수 없으며,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고객을 기다릴 수 있는 별개의 공간을 부여받지 못한다.

10) AEGE - Le réseau d'experts en intelligence économique, «TAXIS VS VTC Comment sortir de la
crise du transport rémunéré de personn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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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C 운전자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은 VTC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볼 것인가, 노동자로 볼 것인가라
는 문제이다.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분담금이 늘어나고,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규제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 최저임금 적용을 비롯한 각종 노동자를 위한 보
호도 적용받는다. 따라서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은 우버라는 사업모델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
는가라는 질문과도 직결된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법원은 고등법원 및 노동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얽혀 있다. 이는 VTC 사업뿐 아니라, 최
근 유행하는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인 딜리버루(Deliveroo) 등의 업체와도 긴밀한 연관
성을 가진다.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은 이들이 주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작동 여부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노동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
고 복수의 플랫폼 업체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이에 대립되는 주장을 펼
치는 측은 이들의 노동과정이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지시에 의해서 실제
로 통제되고 있다는 점, 또한 최근 우버 프랑스가 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주당 45.3시간의 노
동시간을 적용했듯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전업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고 있다. 또한 그랑기욤(Grandguillaume) 법안 이후 더욱 강화된 심의 및 등록과 관련된 규
제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결정하는 독립계약자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현재 시점에도 이는 끊임없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VTC 운전자들의 경
우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플랫폼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대표적인 업체인 우버의 경우 25%) 및
플래폼 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는 요율 등에 대한 불만 역시 주요한 갈등 요소이다.

》

_67

■ 맺음말
우버로 잘 알려진 차량공유서비스는 개개인들의 분산된 자원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수
요와 공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공유경제 모델의 한 가능성으로 제
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VTC 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택시와 경합하는 조금 더 혁
신된 형태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우버팝과 같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문턱이 낮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역설적으로 VTC 서비스와 기존 운
송서비스와의 차별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 서비스의 안전성 및 적절한 공공적 통
제의 필요성과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 사이에는 일정 부분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된 모델을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2017년 파리 택시는 킬로미터당 113그램의 탄소가스를 배출한 데 반해, VTC 차량들은
126그램을 배출했다. 이는 파리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하이브리드 휘발유 차량의 비율이
각각 36%와 3%, 경유 차량의 비율이 61.9%와 90.3%를 차지하는 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 사
례는 적절한 시스템 설계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편 VTC 서비스의 확대를 새로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존
재한다. VTC 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파리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고, 시장 자체도 성장하였다. 반면 VTC 플랫폼 업체들이 새로운 서비스 공급형태를 제시하는
와중에, 이 부문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보호방안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택시라는 사업 모델과의 공존 방안을 설계하는 것 역시 차
량공유서비스 시장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맞아 사회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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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호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부의 보육비 지원 강화
국제노동동향 ④ - 호주

채민희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9년 5월 총선 시기를 즈음해서, 다수 호주 언론들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를 꼽았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호주는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 근로자 중 풀타임 종
사자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비중은 제일 높다.1)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호주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
부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5년까지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를 12.1%에서

9.1%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2) 이를 위한 첫 번째 정부 전략은 ‘보육비 지원 확대’이다.
그 이후 2018년 7월, 호주 정부는 기존 보육수당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육비 보조금
제도(Child Care Subsidy: CCS)를 도입하였다. 지원자격 기준을 대폭 수정하고 연간 보육비

1) Miranda Stewart, “Personal income tax cuts and the new Child Care Subsidy: Do they address
high effective marginal tax rates on women’s work?”, Policy Brief 1/2018 August 2018, 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 정식 명칭은『 2025 년을 향해: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전략(Towards 2025 : An
Australian Government Strategy to Boost Women’s Workforce Participation)』으로, G20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남녀 노동시장 참
여율 격차를 2025년까지 25%로 완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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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도를 대부분의 경우 폐지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보육비 지원금을 산정할
때 단순히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2인이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고려
한다는 점이다. 새 제도하에서는 양쪽 부모의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혜택도 늘어난
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 확대 전략이 단순히 혜택 확대가 아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호주 사례를 통해 보육비와 기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호주 정부의 새로운 보육비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알아본
후 관련 논의 및 한계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보육비의 상관관계
호주 그래턴연구소(Grattan Institute)에서 발간한 2019 년 오렌지북(Commonwealth
Orange Book)3)에 따르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장려’이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개선이 호주 경제성장을 견인하
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호주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호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유사한 경제수준의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호주 통계청 젠더 지수를 보면 2016~17년 회계연도 기준 여성 근로자 중 45%가 파트타임
종사자이다.4) 반면 남성 근로자는 16%만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 격차는 어린 자
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남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 근
로자의 61%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8.4%이다. 즉 보육문
제가 이러한 격차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그래턴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호주 주요 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로, 오렌지북을 통해 호주 경제발전,
주거, 보건, 교육 등 11개 핵심 분야에 대해 현황을 체크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4) Miranda Stewart(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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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보다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고 답한 호주 여성
들 중 40%가 보육비 때문에 하고 싶은 만큼 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답하였다.5) 그 이유는
여성이 근로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보육시설을 전보다 더 이용해야 하고 보육비 부담이 가중
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해서 총가구소득이 늘면 소득 기준에 따라 보
육비 지원 혜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소득세 부담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점이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만 문제가 되는 걸까. 호주국립대학교 미란
다 스튜워트(Miranda Stewart) 교수는 이는 여성들이 가구 내에서 주 소득자(first earner)가
아닌 2차 소득자(Second earner)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6) 대부분 가정에서 남성의 소득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원천인 반면, 여성의 근로소득은 기존 가구소득에 추가가
되는 부차적인 소득이다. 따라서 추가되는 소득 규모에 따라 기존 가구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복지 혜택인 가족수당이나 보육비 지원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즉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근로시간을 결정할 때 소득세율이나 보육비 지원율 등 각종 정부 혜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기 마련이다. 미란다 스튜워트 교수는 이러한 논리하에 보육비 부담이 큰 환경에서 유자녀 기
혼 여성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즉 여성 노
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 호주의 보육비 지원정책 현황7)
호주 정부는 2017년 7월『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
해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
였다.
이는 2018년 보육비 지원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2018년 7월 2일 호주 정부는 기존 보육

5) http://theconversation.com/why-labors-childcare-policy-is-the-biggest-economic-news-ofthe-election-campaign-116441
6) Miranda Stewart(2018).
7)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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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제도(Child Care Benefit: CCB)와 보육장려금(Child Care Rebate: CCR) 제도를 폐지
하고 새로운 보육비 보조금 제도(Child Care Subsidy: CCS)를 도입하였다.
기존 보육수당 제도(CCB)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수당을 제공하였고, 보육장려
금(CCR)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비의 50%를 연간 7,500호주달러(한화 약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하였다.8) 부모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주일 보육시설 이용시간 중 최대 24시
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주당 최소 15시간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
우에는 주당 총 50시간까지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신설된 보육비 보조금 제도(CCS)는 소득 기준과 부모 근로시간 기준 구간을 더 세분화하였
다. 특히 부모의 근로시간을 더 상세히 반영하여 부모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보육비 혜택도 늘
어나도록 설계하였다. 단순히 부모의 총근로시간을 합산해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부모 개인
별 근로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보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게 된
다. 이는 보육비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본정책 취지를 적극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신설 보육비 보조금 제도(CCS)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제도는 보
육비 지원금 산정 시 세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는 가구소득수준이고 둘째는 소득수준을 기반
으로 한 지원금액 한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근로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가
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소득 기준
정부 보육비 지원은 13세 이하 자녀 혹은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 중 정부 승인 보
육기관을 이용하고 해당 보육비를 지불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9) 먼저

2019년 6월 현재 가구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 가구소득이 66,958호주달러(한화 약
8) https://www.ausbudget.org/budget-2/budget-2017/the-future-of-the-australian-economy/childcare-reform-how-will-it-affect-families/(기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docs.education.gov.
au/system/files/doc/other/fact_sheet_2_what_is_child_care_benefit_1.pdf 를 참조).
9) 이 외 시민권, 예방접종 기록 등 상세한 자격조건은 링크를 참조(https://www.humanservices.gov.au/
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who-can-get-it/residence-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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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체 보육비 중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호주 가구 중위
소득은 약 65,577호주달러(한화 약 5,300만 원)10) 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는 대
부분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들은 실제 보육비의 15%만을 부담한다. 중위소득 이상 가구들의
경우, 가구소득이 3천 호주달러 증가할 때 지원율이 1%씩 하락한다. 2018년 11월 호주 평균
연 소득을 약 83,454호주달러(한화 약 6,750만 원)로 추산할 경우, 연 가구소득이 호주 연평
균 소득의 두 배인 경우에도 보육비 지원을 50%가량 받을 수 있다.

<표 1> 소득 구간별 보육비 지원 비율
가구소득구간
연 66,958호주달러(한화 약 5,400만 원) 미만

보육비 지원 비율
보육비의 85% 지원

연 66,958호주달러(한화 약 5,400만 원) 이상
171,958호주달러(한화 약 1억 3,900만 원) 미만

50%에서 85% 사이
(가구소득 3천 달러 증가당 지원율 1%씩 하락)

171,958호주달러(한화 약 1억 3,900만 원) 이상
251,248호주달러(한화 약 2억 3,300만 원) 미만

50%

251,248호주달러(한화 약 2억 3,300만 원) 이상
341,248호주달러(한화 약 2억 7,600만 원) 미만

20%에서 50% 사이
(가구소득 3천 달러 증가당 지원율 1%씩 하락)

341,248호주달러(한화 약 2억 7,600만 원) 이상
351, 248호주달러(한화 약 2억 8,400만 원) 미만

20% 지원

351,248호주달러(한화 약 2억 8,400만 원) 이상

0%

지원 한도
연간 지원 한도는 자녀 1 인당 10 , 190 호주달러(한화 약 820 만 원)이며, 가구소득이

186,958호주달러(한화 약 1억5,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연간 총 지원금 한
도 외에도 시간당 지원금액 한도(hourly rate cap)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1시간당 11.77호주달러(한화 약 9,500원)까지 지원한다.
10) 2018년 11월 기준 풀타임 성인 주당 평균소득은 약 1,604.90호주달러로, 이를 52주 기준으로 환산하
면 평균 연소득은 약 83,454호주달러로 추정된다(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0/7F
76D15354BB25D5CA2575BC001D5866?Opendocument). 중위소득은 2018년 기준 약 65,577호
주달러로 추산하였다(https://www.news.com.au/finance/work/how-much-do-you-need-toearn-to-be-rich-in-australia/news-story/cd7e6647199773c56ad5a9270c7aab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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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간당 보육비 지원한도
보육시설 종류

시간당 지원 한도

어린이집 (종일반 및 비정기적 돌봄서비스)

11.77호주달러(한화 약 9,500원)

가족보육시설 (Family Day Care)11)

10.90호주달러(한화 약 8,800원)

방과후 케어 (등교 전/후 및 방학)

10.29호주달러(한화 약 8,300원)

가정 돌봄 (In Home Care)

한 가족당 32.00호주달러(한화 약 25,500원)

부모 근로시간 (hours of activity)12)
새로 도입된 보육비 지원 제도하에서는 부모의 근로시간이 지원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부
모 중 1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모 모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부모가 파트타
임으로만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보육서비스가 필수적인 가구
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을 상세화했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보
육비 지원이 아닌 이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부모에 대해 ‘근로인정시간’을 산정한다. 근로인정시간은 부모가 ① 정식
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시간, ② 직장에서 공식적인 유급 혹은 무급 휴가 중인 시간, ③ 가
족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 ④ 무급으로 인턴이나 경력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시간, ⑤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
근로인정시간이 늘어날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2주간 48시간 이상 근로로 인정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총 100시간까지 정부 보육비 지원대상이 된다. 호주 풀타임 근로자가 주당 기본

38시간, 즉 2주간 76시간을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총 근로시간이 정부 보육비 지
원대상이다. 반면 가구소득이 66,958호주달러(한화 약 5,400만 원) 이상이고 근로인정 시간
이 2주간 8시간 미만인 경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모 둘 다 일을 할 경우 근로시간을 각각 따로 고려한다. 2인의 근로인정시간 중 최저치를

11) 가족보육시설이란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자(Educator)가 본인 소유 자택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howmuch-you-can-get/your-activity-level-affects-it/activity-level-and-subsidise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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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구의 근로인정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인이 50시간을 일해도 다른 1인이 8시간
미만 일을 할 경우, 해당 가구는 2주간 총 0시간 혹은 24시간 보육비 지원만을 받게 된다.

<표 3> 근로인정시간별 보육비 지원 기준 시간
근로인정시간 (2주 기준)

보육비 지원 기준 시간 (2주 기준)

8시간 미만

가구소득이 66,958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0시간
가구소득이 66,958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24시간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36시간

16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72시간

48시간 이상

100시간

■ 관련 논의 및 한계점
신설 보육비 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
저 현행 보육비 지원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은 2019
년 5월 총선 당시 노동당 공약에 적극 반영되었다. 노동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서비
스를 완전히 무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보육비를 100%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
로, 이 방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6만 9천호주달러(한화 약 5,500만 원) 이하인 약 372,000
가구는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6만 9천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는
보육비의 최대 85%를 보조받게 된다.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17.4만 달러 이하인 가구는

60~85%가량을 보조받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이 6만 9천 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최
대 85%를 보조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비록
노동당이 총선에서 집권당이 되는 데 실패하긴 하였지만 다수 언론 및 기관들이 이러한 보
육정책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호주 유아교육 관련 단체(Early Childhood
Australia)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저소득층 유아교육 혜택을 강화하기
때문에 조기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13)

13)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093179/labor-pledges-4b-cut-to-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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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신설된 부모 근로시간 기준이다. 호주녹색교육협회
(Australian Greens education)는 현행 제도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비를 가감하기 때
문에 일부 취약계층이 충분한 보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노동당 역시 같
은 의견이다.14) 노동당 전 대표 빌 쇼튼은 5세 이전에 뇌의 90%가 성장한다는 점을 감안했
을 때, 보육비 지원 확대를 장기적인 국가적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하에서 취약계층 가구의 보육비 지원금 청
구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2018년 7월 신설 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8년 9월까지 보육비
지원 수혜 어린이 수가 21,000명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실업가구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 가구의 보육비 지원금 청구 건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취약계층 가구들이 강화된
부모 근로시간 기준 때문에 더이상 보육비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5)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시간당 지원금 한도를 설정하였다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조로 시간당 11.77호주달러를 지원받는다. 문제는
어린이집 이용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부모가 그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육시설이 이용금액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을 없을 거라고 답변하였으
나, 최근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주 내 7,765개 어린이집 중 약 10%가 정부의 시간당
지원금액 한도인 11.77호주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16)
이러한 논란 속에 정부는 2019년 6월 20일 일부 수정된 보육비 보조 제도를 새로 발표하
였다.17)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간당 지원금 한도를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 그룹에 대해 각각
따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미취학아동이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시간당 최대 11.98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취학아동의 경우 10.48호주달러를 지원한다.
fees/?cs=14231
14) https://www.abc.net.au/news/2018-07-01/child-care-subsidy-changes-what-you-need-toknow/9924950
15) https://www.smh.com.au/education/really-worried-big-drop-in-vulnerable-families-usingchild-care-20190412-p51dlu.html
16)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hundreds-of-childcare-centres-charging-abovegovernment-s-top-subsidy-rate-20190620-p51zor.html
17)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fact-sheet-indexed-ccsrates-2019-2020-0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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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2018년에 신설된 보육비 보조금 제도(CCS)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
원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설계는 특히 맞벌이 부부 가구에 보육비 지원 혜
택이 더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대부분의 가구에 연간 지원금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
도 참고할 만하다. 즉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업을 겪고 있는 가구를 보육비 지
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규모나 자격기
준 문제 등을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이 정책이 향후 남녀 간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를 해소하
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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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미국 : 대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임금차별 관련 판결 무효화
2019년 2월,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주 등 미국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순회항

다. 이에 이 교사는 ‘이전 직무의 급여’ 자체가 성차

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the 9th Circuit)이

별 기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체계가

내린 임금차별과 관련된 판결을 무효화하였다. 이

연방 동등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학교 구역 행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등임금법(Equal Pay

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 대해

Act)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적

2017년 12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으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

되었고 11인의 판사들은 해당 임금체계가 성차별

수를 받아야 하지만, 자격 등 성별 이외의 다른 요

소지가 있다는 점에는 전부 동의하였으나 근소한

인에 근거한 임금 차이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인 6인의 판사들만이 그 이유에 대하여 동의하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

였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낸 6인의

던 점은 노동자들이 이전 고용주들로부터 받은 급

판사들 중 스티븐 라인하르트(Steven Reinhardt)

여가 정당한 수준에서 ‘자격’을 반영한 것으로 간

판사가 판결이 공표된 2018년 4월 전에 사망하였

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다는 이유로 판결을 무효화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한 여성 교사는 남성 교사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다수의견이 정해지지

금을 받고 있었으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캘리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연방항소법원으로 돌려

포니아 주의 교원 임금체계가 이전 직무의 급여를

보냈다.1)

1) Lexology(2019.3.12), Supreme Court Vacates Federal Appeals Court Decision about Pay Equity.
Retrieved on June 18th, 2019,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43da50e-bb7640ae-a2b5-bbbdaea0729f

미국 : 미국인들, 노동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2019년 5월 미국인들의 71%가 “지금이 괜찮은

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본 조

직업을 찾기에 적절한 시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

사는 2019년 5월 1~12일 사이에 실시되었기에, 대

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긍

부분의 응답자들은 미국 노동부가 2019년 4월 실

정적인 전망이 71%로 나타났는데 2001년 갤럽에

업률이 3.6%로 최근 5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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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발표한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갤럽은 추가적으로 미국인들이 현 경제상
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매월 조사하고 있다. 응

갤럽의 본 조사는 2001 년 8 월에 시작되었으

답자 중 미국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중은

며, 당시 조사에서는 2001년 경기불황을 반영하여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평균 5%를 기록한 이래

39%의 미국인들만이 미국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5월

평가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금융위기가 극복되

에는 51%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1년 조사를 시

면서 실업률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이에 점진적으

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갤럽은 임금상승률,

로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

무역문제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전반

는 추세였다. 이후 2017년 9월 처음으로 이 수치가

적으로 현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

60%를 넘었고, 2018년에는 평균 62%를 기록했다.

석했다.1)

1) Gallup(2019.5.21), “Americans' View of Job Market Hits New High”, https://news.gallup.com/
poll/257672/americans-view-job-market-hits-new-high.aspx

미국 : 텍사스 주, 미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유로 직업면허 발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해
2019년 6월 6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Greg

켰다. 더구나 직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오히려 미

Abbott)은 미상환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을 이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유로 직업면허 발급을 거부·중단·취소하지 않기로

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채권자가 채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최근까지 텍사스 주에서는 학

무자의 임금이나 세금 환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비나 학생으로 생활하는 데 드는 생활비 등을 충당

등 다른 방식의 대출상환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학자금 대출이 미상환되었을

위와 같은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여겨지

경우 간호사, 의사, 교사 등 직업면허가 필요한 직종

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

들에 대하여 면허 발급을 거부·중단·취소하는 정책

지하에 이 정책이 폐지되었다.

을 시행하여 왔다. 이는 학자금 대출 미상환을 최대

이에 텍사스 주는 아칸소 주, 조지아 주, 아이오

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1988년 신설된 정책이었

와 주, 켄터키 주, 미시시피 주에 이어 2019년에 이

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직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학

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여섯 번째의 주가 되었다. 하

자금 대출을 상환하고자 다른 대출을 받거나 집세를

와이 주와 루이지애나 주도 해당 법안을 폐지하기

내지 못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

위한 주지사의 결정만이 남아 있어 이와 같은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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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8개의

을 거부·중단·취소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 미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유로 직업면허 발급

향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1)

1) Forbes(2019.6.10), “Texas Will No Longer Suspend Occupational Licenses Over Unpaid Student
Loans”, Retrieved on June 18th, 2019, https://www.forbes.com/sites/nicksibilla/2019/06/10/texaswill-no-longer-suspend-work-licenses-over-unpaid-student-loans/#344a1e3742bb

미국 : 11,000명의 케이터링 서비스 근로자들 파업 결의
2019년 6월, 11,000여 명의 미국 케이터링 서비

자들이 제기한 인사관리 문제는 항공기 결항을 야기

스 종사 근로자들이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

했고, 이는 결국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졌다. 실

을 결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제로 케이터링 근로자들이 대거 소속된 접객업노조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지

(Hospitality-industry union) Unite Here의 위원장

만, 이들이 파업할 경우 항공 네트워크를 교란시킬

D. 테일러(D. Taylor)는 그들의 파업이 위와 같은 효

정도로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미니카 대학

과를 거둘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minican University in Illinois)의 리슬 오레닉

한편 대부분의 케이터링 근로자는 최대규모 기

(Liesl Oreniche) 교수는 케이터링 산업은 작은 충

내식 케이터링 회사인 LSG Sky Chefs와 Gate

격만 받아도 항공 운항을 마비시킬 수 있어 기내 탑

Gourmet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항공산업

승객과, 항공 산업에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종사자들과 비교하면 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미국에서는 지난 십여년 동안 노조조직률이 감소

가장 임금수준이 낮다. 이에 노조는 모든 케이터링

하고,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노

근로자들이 시간당 15달러의 임금을 누리고, 건강

조의 협상력 또한 약해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15달

보험의 적용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

러 쟁취운동(패스트푸드 산업에서 근로자 임금을 15

로 알려졌다. 다만 케이터링 근로자들은 공공의 이

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운동) 등 최근 몇 건의

익을 위해 해당 산업 근로자들의 파업을 제한할 수

노동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상황이 달라지

있는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의 적용을 받

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기술직 근로

기 때문에, 그들의 파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1) The New York Times(2019.6.4), “11,000 People Who Prepare Your Airline Food Are Considering a
Strike”, https://www.nytimes.com/2019/06/04/business/economy/airport-workers-un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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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우플란스브로 지방의회 채용과정에 로봇 활용 예정
스웨덴 우플란스브로(Upplands-Bro) 지방의
회는 차별없는 채용을 위해 채용 과정에 로봇을

통해 지원자의 기술 및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로봇의 이름은 텐가이

일한 씨는 로봇 텐가이가 채용과정 초기에 구직

(Tengai)로 왕립공과대학의 퍼햇로보틱스(Furhat

자들을 기술과 능력에 따라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

Robotics)가 HR 기업 TNG와 제휴하여 함께 개발

하며 기존 채용 담당자가 하던 일을 어느 정도 대체

하였다. 텐가이는 구직자들이 면접관을 직접 만나

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지

지 않고 면접관이 준비한 인터뷰 절차와 질문들을

는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1)

한편 Robotrevolutionen: Sverige i den nya

우플란스브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블라인드 채용

maskinåldern(로봇혁명: 새로운 로봇 시대의 스웨

과 유사한) 익명 지원제도와 지원서(CV) 없는 채용

덴)이라는 책을 쓴 개혁연구소(Reform Institute)의

방식을 실험적으로 시도한 경험이 있다.

대표 스테판 푈스테르(Stefan Fölster)는 로봇이 차

우플란스브로 지방의회의 HR 담당자 하바 일한

별없는 채용과정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

(Havva Ilhan)은 앞으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

면서 다수의 지원서를 처리해야 하는 대기업들에게

직들이 채용절차에서 인종이나 성 차별 등이 발생

는 필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봇이 장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주

기적으로 기업 및 조직의 채용과정을 완전히 대체

장하면서 로봇 텐가이의 도입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밝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지원자의 취미나 가족관계,

혔다.

연령 등 개인적 정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로봇을

1) The Local(2019.6.1), “Swedish job candidates to be grilled by robotic interviewer”, https://www.
thelocal.se/20190601/swedish-job-candidates-to-be-grilled-by-robot-interviewers

스웨덴 : 고용서비스센터장 해고
2014년 이래 6년 동안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
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일해 온 미카엘 훼베리
(Mikael Sjöberg)는 고용서비스센터로부터 계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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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안받지 못하고 2020년 3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1)
이번 센터장 변경 계획은 2019년 고용서비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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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비스센터 내 1,800

만 결국 1,80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스웨덴 전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한 이후 결정된 것으로 알

역에 소재한 132개 서비스센터가 폐쇄되었고 현재

려졌다. 2019년 1월 고용서비스센터는 4,500명

106개 지역 고용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훼베리

한편 노동부 장관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씨는 Dagens Nyheter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12

은 고용서비스센터의 폐쇄 및 직원 해고가 훼베리

월 사민당-녹색당 정부와 중앙당, 자유당이 발의하

씨의 퇴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여 의회에 통과된 예산안으로 인해 고용서비스센터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녀는 훼베리 씨가 2014

의 조직 개편과 노동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년 이후 고용서비스센터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것

바 있다. 고용서비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해고

통과된 예산안으로 인해 서비스센터의 운영예산은

결정이 훼베리 씨의 업무능력에 만족하지 못해서

2018년 예산 대비 8억 크로나 삭감되었다.

내린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적은 규모이지

1) The Local(2019.6.5), “Head of Sweden’s employment agency loses job”, https://www.thelocal.
se/20190605/head-of-swedens-employment-agency-loses-job

영국 : 생활임금재단 ‘영시간 근로계약’ 개선 캠페인 시작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이 영국
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 나

hour contracts)’을 개선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1)

섰다. 기존에도 실질생활임금(Real Living Wage)

생활임금재단이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시작한 근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

거로 제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력하고 있던 이 재단은 2019년 6월 12일 ‘생활근

전체 근로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백만 명의 근

로시간(Living Hours)’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

로자가 불안정한 근로시간과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

했다. 이 캠페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소 4주 이전

금을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중 2

에 근무시간(shifts)을 공지해야 하고, 근로계약을

백만 명은 유자녀 근로자이며, 16~24세 근로자 중

통해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고 실

에서는 22%가 이와 같은 영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BBC는

있다. 캐더린 챕만(Katherine Chapman) 생활임금

이에 따라 영국 기업들이 ‘영시간 근로계약(zero-

재단 이사장은 임금수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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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로시간 불안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은 직원과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다면서 “생활근

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로시간이 근로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

이에 따라 Richer Sounds, SSE, Standard Life

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

Aberdeen 등 현재 실질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라고 말했다. 다만, 인디펜던트지는 동 캠페인을 수

주요 기업들은 생활근로시간 캠페인에도 동참하

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이미 상당히 좋은 근로조

겠다고 약속했다. Richer Sounds의 창업자이자 상

건을 제시하는 기업들만 더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

무이사(Managing director)인 줄리안 리처(Julian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

Richer)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면 근로 의욕이 높

1) BBC(2019.6.12), “Firms face pressure to improve zero-hours contracts”, https://www.bbc.co.uk/
news/business-48593588
2) Independent(2019.6.12), “Can new living hours campaign kick zero-hours contracts into touch?”,
https://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comment/living-hours-campaign-zero-hourscontracts-living-wage-foundation-richer-sounds-sse-employment-a8955281.html

영국 :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12명 중 1명, 직장 내 성희롱 경험
2019년 6월 20일 영국 공공서비스노조(Unison)
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1)에 따르면, 간호사, 간

옹, 기타 불쾌한 신체적 접촉 등 신체적인 성추행도

22%에 달했다.

병인, 청소부 등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한편 피해 직원 중 35%는 이와 같은 성희롱으

Health Service, 이하 NHS) 소속 직원 중 약 8%가

로 인해 자신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

지난 1년 중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으며, 일부는 자살 및 자해 충동을 겪거나 외상 후

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을 겪은 직원 중 31%는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성희롱이 자주 혹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대답

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했다.2)

보고한 경우는 20%에 불과했는데, 이는 보고를 해

피해자는 주로 여성(81%)이었고, 가해자는 주로

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49%) 과잉반응

같은 팀 직원(54%)이었으나 환자(42%)에 의한 성

으로 여겨질 것(37%)이라고 믿는 피해자가 많았기

희롱도 적지 않았다. 또한 유형별로 보면 성적 농담

때문이다.

등 언어적 모욕(64%)이 가장 흔했으나, 입맞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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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이 이번 설문 결과보다 더 만연할 것으로 보고,

“학대,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취하

정부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재검토하여

고 있으며, “NHS의 대표들은 보고받은 성희롱을

성희롱 발생 시 고용주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의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피

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S

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부서의 최고책임자인 로스 메이(Roth May)는

1) Unison(2019.6.20), “Health staff are suffering serious sexual harassment at work”, https://www.
unison.org.uk/news/press-release/2019/06/health-staff-suffering-serious-sexual-harassmentwork/

2) The Guardian(2019.6.20), “One in 12 NHS staff sexually harassed at work, study finds”, https://www.
theguardian.com/society/2019/jun/20/one-in-12-nhs-staff-sexually-harassed-at-work-studyfinds

베트남 : ILO 협약 제98호 국내 비준
2019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ILO 협약 제98

정, 보충, 수정 제안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

호를 국내 비준했다. 1949년 7월 1일 스위스 제네

지정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 대표인 총리는 이 협

바 ILO 총회에서 채택된 제98호 협약은 단결권을

약의 국내 시행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조직 단계

행사 중인 근로자의 보호,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

의 담당 기관을 승인하고 관리하며, ILO 협약 제98

체 상호 간 불간섭,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

호를 베트남 국내법 체계에 정립할 책임을 가지게

체교섭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

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ILO 협약 제98호에 명시

회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은 베트남에서 국

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단체교섭

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본

방식의 개발 및 이용을 격려·촉진하는 내용을 새로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최고인민법

이 노동법에 반영하게 되었다.1)

원, 노동조합총연맹을 노동법 각 조항을 검토 및 개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19년 6월 14일자, http://www.molisa.gov.vn/vi/Pages/chitiettin.aspx?ID
News=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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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간호인력 해외취업 증가
베트남 간호인력의 해외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며, 그들은 적응력이 빠르

최근 체코는 자국민의 간호 및 요양을 위해 해당 베

고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다른 나라의 인

트남 인력 약 4,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들

력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다고 밝혔다. 독일의

에게 직무연수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경우 고령화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적자원

또한 일본은 2020년까지 10,000명의 베트남 간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독일은 현재 부족

지역의 간호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프

한 11,000명 정도의 간호인력을 베트남에서 받아

로그램을 진행하고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들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

특히 베트남 인력들은 현지정착에 필수인 언어습득

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와도 간호인력 송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젊

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독일의 사회적 복지

은이들 역시 국제 표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해외

기업인 AWO Group의 인사 담당자 리젤로테 케일

에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지원자가 점점 증가

(Lieselotte Keil) 이사는 베트남 간호인력들에게 깊

하는 추세이다.1)

1) 베트남 호치민총노동연맹 기관지 노동자 신문, 2019년 6월 22일자, https://nld.com.vn/cong-doan/
dieu-duong-viet-ngay-cang-co-gia-20190621205156393.htm

중국 : 오라클 중국 연구개발센터 대규모 감원에 직원들 항의
미국 소프트웨어업계의 거두이자 데이터베이스

라클 연구개발센터가 폐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

제품 공급업체인 오라클이 중국에서 불시에 대규

다. 중국에 있는 오라클 연구개발센터 총 직원 수는

모 감원을 단행했다. 오라클의 이번 감원은 베이징,

1,600명 수준이다.1)

상하이, 쑤저우, 선전, 다롄 등의 지역에서 동시에

감원된 오라클 연구개발센터 중국 직원들은 오라

일어났고, 주로 연구개발센터의 인력이 감원의 대

클이 중국에서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감원

상이었다. 1차적으로 감원 규모는 900여 명 수준

을 단행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일자

으로 그 중 500명 이상이 베이징 연구개발센터 직

리를 중국에 남길 것”, “오라클이 중국 시장만을 필

원이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미국에 있는 오라클

요로 하고 중국 직원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반

본사가 직접 내린 결정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오

대한다”는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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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감원은 중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오라클은 감원과 동시에 한

아니다. 오라클 미국 캘리포니아 사무실에 있는 상

편으로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오라클은 소

품연구개발부는 관리부서에 이미 감원 문서를 제출

프트웨어 개발자를 해고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다른 한 매체는 관리부

스 분야의 엔지니어를 신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일

서의 문건을 인용해 오라클은 캘리포니아에서 352

부에서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를 확충할

명을 영구 감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문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은 이번 감원 대상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1) 澎湃(2019.5.7),「 甲骨文中国研发中心大裁员：离职赔偿N+6，资深员工不满」, https://www.thepaper.cn/
newsDetail_forward_3409930
2) 澎湃(2019.5.9),「 甲骨文在中国大裁员背后：云业务转型慢了，巴菲特清仓持股」, https://www.thepaper.cn/
newsDetail_forward_3418451

중국 : 농민공의 외지진출로 농촌 공동화 심화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와 사회과학문헌

이러한 현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농촌 거주민

출판사가 2019년 4월 28일 발표한 『농촌 그린북:

들이 장기로 외지에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이다.

중국 농촌경제 상황 분석과 예측(2018 ~ 2019 )』

「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농촌의 택지 공실률은

면, 전국적으로 농촌의 호적 인구는 5억 6,401만

10.7%이고, 표본 농촌 지역의 택지 공실률은 최고

명인데 그중 외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71.5%에 달했다. 그리고 농촌 택지의 유휴율은 동

수는 1억 7,266만여 명에 달한다.1)

부 지역이 가장 높고 서부 지역이 그다음, 동북 지

반대로 도시 생활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적

역이 세 번째이고 중부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지 않은 도시 거주민들이 농촌에 가서 택지를 구매

타났다. 전국적으로 약 23억 7,600만 제곱미터의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

농촌 택지가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 택지는 농촌의 집체소유에 속하고 농민들은 택지

현재 중국의 농촌 호적 인구는 8억여 명에 달하

사용권만을 갖고 있으므로 농민들은 해당 집체에 속

고 전국적으로 약 2억 3천만 채의 주택이 농촌에

해 있는 다른 구성원 외의 사람에게는 택지를 팔 수

있는데, 10.7%의 공실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없다. 따라서 도시 거주민이 농촌에 가서 토지를 구

2,500만 채의 주택이 공실 상태라는 것이다.

매하고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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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는 농촌 거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
며 도시로 나가 주택을 구입해서 살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농촌 지역의 유휴 택지
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 21财经(2019.4.28),「 农村近2500万套住房空置！空最多的不是西部，怎么回事?」, http://m.21jingji.com/
article/20190428/herald/1c5d4972c849982eb3db6608f5e17d3b.html

호주 : 공정근로옴부즈맨, 우버기사 독립계약자로 분류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The Fair Work Om-

때문에 본인들은 독립계약자가 아닌 고용인으로 분

budsman)1)은 우버기사는 고용인이 아닌 독립계

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된다고 공식

조사를 요청하였다.3)

발표하였다.2) 이에 따라 우버기사들은 노동자에게

그러나 공정근로옴부즈맨 대표 산드라 파커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적용

(Sandra Parker)는 심층조사 결과, 호주 우버와 우

받지 못하게 된다.

버기사들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2018년 호주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 수행을 위해 이들은 우버기

우버 선불제 정책 도입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고객

사 계약서, 로그온 및 로그오프 기록 등과 더불어

이 택시를 이용하기 전에 예상요금을 미리 지불하

우버기사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교통혼잡 등 상황이 일어나

우버기사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원하

더라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즉 우버가 운전기사들이

으로 우버기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실제로 선불

특정 시간에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

제 시행 이후 우버기사 평균 수입이 하락하였다. 이

한 관계는 고용주-고용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

에 대해 우버기사들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단이다.

미치는 제도 시행을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하였기

1) 호주 공정근로법 2009에 따라 설치된 독립 정부기관으로, 공정근로법에 명시된 규제나 협약 등 준수를 시
행한다. 또한 고용주나 고용인을 대상으로 급여 및 근무환경과 관련한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s://www.fairwork.gov.au/about-us/our-role/the-fair-work-commission-and-us-whats-thedifference).
2) ABC News(2019.6.7), “Uber drivers are not employees, Fair Work Ombudsman finds”, https://
www.abc.net.au/news/ 2019 - 06 - 07 /uber-fair-work-ombudsman-investigation-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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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11189828
3) ABC News(2018.7.26), “Uber accused of 'wage theft' by drivers”, https://www.abc.net.au/news/201807-26/uber-drivers-allege-upfront-wage-theft/10025908

호주 :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  
글로벌 구인광고 웹사이트 Indeed는 등록된 구

낮추고 구직자들은 본인들의 기술이나 경력을 충분

인광고와 이력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주 노동

히 활용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수락하게 되어 수요

시장 내 미스매치 문제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심

측과 공급 측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각하다고 밝혔다.1)

이들은 또한 이력서 데이터로 호주가 노동력을

미스매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Indeed 경제학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

자들은 구직자 이력서 제목과 구인광고 제목 데이

르면 14%의 호주 구직자들이 본인들이 일하고 싶

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수요에 대

은 시간보다 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응하기 위해서 약 절반가량의 구직자들이 이력서

의 두 배 수치이다.

제목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약

노동수요가 공급을 가장 많이 초과하는 분야는

1/3, 캐나다는 1/3 이하, 그리고 영국은 40%의 구

서비스 직종이다. 고객응대서비스직, 웨이터, 청

직자들이 이력서 제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과 비

소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사업개발관리자

교하면 호주는 상대적으로 미스매치가 더 많이 일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물리치료사

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Physiotherapist), 설비기술자(Fitter)는 구인광고

Indeed의 아시아 태평양 분야 경제학자 칼람 피
커링(Callam Pickering)은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회

수가 이력서 수를 가장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들은 구직자들의 기술이나 경력에 대한 기대를

1) ABC News(2019.6.19), “Australian employment opportunities misaligned with job seekers' needs,
study warns”, https://www.abc.net.au/news/2019-06-19/australian-jobs-mix-changing-harmingbusinesses-and-work-seekers/112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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