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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일학습병행제와 청년고용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학습병행제가 2013년 9월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이후 사업 확산의 과정을 거쳐 법률안 시
행의 목전에 와 있다. 금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기
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
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렇게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사업주 등이 평가하고 내
부평가와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일과 학습
의 괴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청년층 인력정책에서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내용의 괴리였다. 금번 일학습병행제가 시
행된 저변에는 이러한 괴리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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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확대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깔려
있다.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도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각광
을 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제제도의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지난 2005년 16%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이 2013년에는 7.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도제제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각국의 도제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4년에는 주요 20개국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공동체가 공동 주관하여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보다 나은 출발
을 위한 양질의 도제제도’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제제도를
시행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도제제도 도입 그 자체가 청년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서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착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원조달 및 양질의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
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일학습병행제가 법제화 과정 없이 2014년부터 시행
되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부여 방식, 학습근
로자 보호 문제, 일학습병행제의 고용성과 및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문제제기 등 다양한 형태
의 도전과제가 제기되어 왔다.
다가오는 8월부터 시행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간 근거 법령의
제정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옴에 따라 야기되었던 불필요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법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확산
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에 바탕한 개선이 적시에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는 도제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세 나라–독일, 스위스, 호
주–에서의 최근의 도제제도 운영 동향을 살펴보았다. 스위스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일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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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제도 도입 시 가장 많이 참조한 제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독일의 제도는 자타가 공
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제제도 운영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 역시 최근 들어 우리
나라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이며, 자격제도 운영 등에 있어
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이다.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고 있는 세 나라는 각 나라의 제도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도
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기업의 자발적 참
여와 이를 유인하는 정부의 역량이 제도의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이다. 코로
나19로 인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걱정되는 바가 크긴
하지만,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호흡으로 제도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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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 및 현황
Eva Hanau (독일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 부연구위원)

■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dual VET system)의 특징
독일은 전통적인 교육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직업 학습이 실시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또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s system))’는 직업교육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VET)부문의 주축을 이룬다. 직업훈련부문은 이
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 외에도 전적으로 학교에 기반을 둔 VET 프로그램(보건 관련 직업 프
로그램 등)과 학교에서 VET 제도로 이행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전환 부문1))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직업훈련법(Vocational Training Act, BBiG)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
도의 초기 및 계속(initial and continuing)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법적 근
거이다. 1959년에 처음 시행된 연방직업훈련법은 2005년과 2020년에 개정되었다.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초기직업교육훈련(IVET)과 계속직업교육훈련(CVET)을 구

1) 전환 부문(transition sector)은 아직 도제훈련에 진입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
으로 구성된다. 전환 부문은 VET 부문을 구성하기는 하나, 전문 직업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이원적 직
업교육훈련 및 학교 기반 직업교육훈련과는 성격이 구별된다. 전환 부문에 진학하는 청소년은 대개 충
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이주 배경으로 인한 언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자격을 갖춘 훈련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전환 부문은 청소년의 직업 지향성을 강화하고 초기 직업자격 또는 학교 졸업 자격
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도제훈련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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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있다. 연방직업훈련법 제1조에 의하면, 초기직업교육훈련은 훈련생에게 직업 기술
(skills), 지식 및 자격(직업 역량(occupational competence))을 부여함으로써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숙련된 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업 경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속직
업교육훈련은 훈련생 개인의 직업 역량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직업 역량의 개념은 2005년 연방직업훈련법 개혁 과정에서 VET의 기본 원칙과 목표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독일 VET 제도가 역량 지향적임을 반영한다.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높이 인정받는 직업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에서 노
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며, 따라서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글에서는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도제제도) 중 초기 훈련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독일 교육제도하에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현황
독일의 의무교육은 6세에 시작해서 18세까지(또는 도제훈련 종료시점까지) 지속된다. 4년
의 초등교육이 끝나면 개인의 성적에 따라 9~10학년까지 지속되는 다양한 전기 중등학교 과
정2)에 진학한다. 9학년 또는 10학년을 마친 청소년은 대체로 VET 프로그램이나 후기 중등
학교 과정을 시작한다. 후자의 경우 12학년 또는 13학년까지 지속되며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대학 진학 자격을 얻는다.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educational participation in general)과 관련한 통계에 따르면, 자
격 수준의 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전체적으
로 보면, 중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입학시험(Hochschulzugangsberechtigung 또는 아비투
어(Abitur))을 통해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갖춘 비율은 2005년 약 25%에서 2011년 36.8%
로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에 머물며 2017년에는 34.6%를 기록했다.3)
2) 편집자 주: 전기 중등학교 과정에는 직업교육을 위한 실과학교(Realschule) 및 종합학교(Hauptschule)
와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 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이 있다.

3) 2011년 이후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갖춘 졸업생 비율의 증가세가 정체한 주된 원인은 전체 학교 졸
업자 수가 감소한 인구학적 변화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3년 이후 평균을 상회하는 이민 잉여
(migration surplus)로 인해 부분적으로 역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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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청년층의 감소와 고등교육부문의 매력도 증가 모두 독일 VET 제도와
VET 제도의 숙련 노동자 공급 역량에 큰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VET 프로그램 진입자 수(2018년 총 722,684명으로, 이 중 68%는 이원적 직업교육훈
련제도, 32%는 학교 기반 VET 프로그램에 참여)를 고등교육 진학자 수(2018년 513,988명)
와 비교해 보면, 학업 대신 VET 프로그램을 택하는 청소년이 여전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
다.4) 특히 학교를 졸업하며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대학 진학 대신 도제훈련을
택한 비중도 지난 몇 년간 증가했다(2009년 20.4%에서 2017년 29.2%로 증가).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부문은 비교적 남성 지배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 여성 훈련생의 비중은 37.2%였으
며, 수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약 20%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 기반
VET 프로그램, 특히 보건 전문직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수가 지배적이다(2018년 여
성 훈련생이 76.2% 차지). 이와 같이 성별 비중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체로 선호하는
직업의 차이에 있는데, 기술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낮다.

2017년 전체 훈련생(즉 1년 차, 2년 차 및 3년 차 훈련생) 수를 경제 부문별로 살펴보
면, 상공업(trade and industry)이 58.2%, 수공업이 27.5%를 차지했다. 자유전문직(liberal
professions)5) 훈련생의 비중은 8.5%였으며, 공무원은 2.9%, 농업은 2.5%, 가사업은 0.4%
였다. 2017년에는 19.7%의 기업이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했다. 전통적으로 영세·중소
기업(MSMEs)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7년에는 영세·중소기업이 도
제훈련의 71%를 제공했다. 이는 독일 기업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이들이 전
체 근로자의 약 67%를 고용하며 이른바 ‘미텔슈탄트(Mittelstand)6)’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4) 여기서의 분석은 교육부문 간의 양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 교육훈련을 시작한 이들
(전기 중등학교 9, 10학년 졸업자 및 새로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진학한 후기 중등학교 12,
13학년 졸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교육훈련을 시작한 이들 중
24.3%(484,102명)는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을 희망했고(후기 중등학교에 진학), 13.6%(269,991
명)는 학교에서 VET 제도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전환 부문 프로그램에 진학했다.
5) 자유전문직에는 보건, 법률, 경제, 세무컨설팅, 기술, 자연과학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영 전문직(self-employed professionals)이 포함된다. 자유전문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도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6) 편집자 주: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로, 매출액 5,000만 유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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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2007년에는 전체 기업의 24.1%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참
여함). 특히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도제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대부분은 도제생 충원
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규모가 더 큰 기업이 청년들에게 더 매
력적이며 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도 더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도제훈련 제공은 큰
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에 훨씬 더 큰 비용요소가 된다.

■ 직업교육훈련의 조직
통상적으로 기업은 도제생 채용공고를 하고 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한다. 채용 절차가 성공
적으로 완료되면 도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과 기업 사이에 도제계약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이 계약서는 해당 도제훈련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파트타임 직업학교에서 제공된다. 훈련생은 훈
련시간의 약 70%를 기업에서 보내는데, 이때 업무 공정 중심의 실무훈련에 초점을 둔다. 훈
련시간의 나머지 30%(주당 약 8~12시간)는 직업학교에서 진행되는데(주당 약 1~2일), 직업
학교는 수학, 경제학, 사회, 언어 등 일반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해당 훈련 직업과 관련된 이론
적, 실제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부 훈련 직업에서는 학교 기반 훈련기간을 블
록(blocks) 단위로 나눈다. 이러한 경우 훈련생은 학교에서 몇 주간 수업을 듣고 회사로 돌아
와 풀타임으로 근무한다. 직업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통상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연방직업훈련법 제5조는 훈련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2년 미만이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도제 프로그램 대다수는 3년간 진행된다. 훈
련기간의 절반, 즉 보통의 경우 1.5년이 경과하면, 훈련생은 중간 시험을 치러야 하고 훈련 마지
막에는 최종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각 협회(Chamber)7)에서 관장한다. 최종 시험에서

만, 근로자 50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7) 상공회의소(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수공업협회(Chamber of Craf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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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은 근로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 기술을 모두 습득했고 필수 직업 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훈련규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파트타임 직업학교에서 배운 과목
을 숙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험 형태(구두 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는 해당 훈련직
업에 따라 결정되며 훈련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일반 과목의 성적은 직업학교에서 평가한다.
훈련생의 시험 응시료는 무료이다. 최종 시험에 통과하면 훈련생은 해당 협회(Chamber)로
부터 특정 훈련직업의 직업 역량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고용
주는 이러한 자격증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한다. 2017년의 경우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
도 훈련직업의 최종 시험 응시자 중 92.8%가 시험에 합격했다.

수요중심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훈련 기준의 역할
국가가 인정하는 훈련직업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주요 요소이며, 연방직업훈련법(제4
조 및 5조)과 수공업 규정(HwO, 제25조)을 법적 근거로 한다. 훈련규정은 각 훈련직업의 훈련
내용을 규정하고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다. 관할 부처는
(주로 연방경제부와 연방교육연구부의 합의로) 현장 훈련에 관한 구속력 있는 품질 기준을 위
해 각 훈련직업에 대한 훈련규정을 발표한다. 훈련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훈련직업의 지정
- 초기 훈련기간(통상적으로 2~3년)8)
- 현장 훈련 과정에서 부여해야 하는 직업 기술, 지식 및 역량의 개요9)(훈련직업 프로필)
- 일반적인 훈련 계획: 훈련직업 프로필에 열거된 기술, 지식 및 역량 교수 및 훈련이 정해
진 훈련기간 전반에 걸쳐 내용 및 시간에 있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
8) 연방훈련법은 훈련기간을 2~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훈련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약 50
개의 훈련직업은 훈련기간을 3.5년으로 한다. 또한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가진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
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9) 이러한 규정들은 ‘최저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특정 훈련직업에서 숙련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득해야 할 필수적인 기술, 지식 및 역량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훈련 계획
은 훈련 제공 기업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며, 기업들은 기업 특수적인 업무 활동을 숙달하기 위해 특정
기술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별 훈련 계획에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_13

- 시험 요건
직업별 기본 커리큘럼은 직업학교의 교수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각 훈련규정에 맞추어
문화교육부장관협의회(Standing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KMK)10)에서 발표한다. 훈련규정과 기본 커리큘럼의 구속력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의 통일된 국가 기준을 보장한다.
지속적인 일의 세계의 변화로 인해 기존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
다. 그 결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변화하고 새로운 자격 요건이 등장하는
한편, 일부 기존 훈련직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는 기존 훈련직업의 현
대화(modernisation) 또는 새로운 직업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진다.

2019년 기준으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326개의 훈련직업이 포함되
어 있다. 2015년 이후 그중 74개의 훈련직업이 현대화되었으며 1개의 훈련직업(전자상거래
관리 보조)이 새로 개발되었다. 현재 27개의 훈련직업에 대해 현대화 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훈련규정은 역량 지향적(competence-oriented)으로, 이는 특정 훈련직업에서 훈련생이 어
떠한 기술, 지식 및 역량을 습득해야 하는지가 훈련규정에 나타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훈
련규정에는 훈련 담당자가 적용하는 교수법 또는 훈련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대한 구
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훈련규정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
요 변화에 맞춰 훈련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직업훈련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사용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격 요건이 발생함에 따라 훈련의 범위와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확대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업의 현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훈련직업의 현대화 계획은 주로 산업협회, 사용자단체(employers’ umbrella organisations), 노조,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BIBB)에서 제시한다. 현대화 과정은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며 연방정부, 주정

10) 문화교육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KMK)는 문화 관련 사안과 함께 교육 및 학교교육,
고등교육, 연구기관을 관할하는 부처 간 협력체로, 이 협의회를 통해 16개 연방주 모두의 공동 관심
사와 목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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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용주 및 산업협회, 노조, 그리고 BIBB의 VET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과정은 관련 부
처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세 단계의 조치
가 적용된다.
- 1단계: 훈련직업의 현대화 또는 신설을 위한 기준을 정한다.
- 2단계: 관할 주정부 부처 대표가 작성한 해당 훈련직업의 기본 커리큘럼과 함께 BIBB의 조
력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고용주 협회와 노조 전문가들이 훈련직업의 세부사항을 수립한다.
- 3단계: 학교 기반 및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담당 부처가 현대화 또는 신설된 훈련직업을
채택한다. 현대화 과정은 1년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넓은 차원에서는 훈련직업 현대화를 위한 양적 및 질적 실증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기술 수요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러한 연구는 BIBB와 고용연구소(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IAB)를 비롯한 독일의 여러 연구기관, 산업협회 및 기타 다양한
조직에서 실시한다. 또한 정책입안자에게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주 및 지방 차원에서 기술 수요 및 자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 훈련생과 훈련 담당자의 지위, 역할 및 책임
연방직업훈련법은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주요한 법적
근거이며 훈련생과 기업의 권리 및 의무도 규정한다. 연방직업훈련법 외에도 여러 다른 법규
를 통해 미성년 훈련생의 보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제, 휴일, 일반적인 보수 및 상병수당
등이 다뤄지고 있다. 훈련계약서에서 정하는 합의사항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이
러한 법규들을 고려해야 한다.

훈련생의 책임과 권리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주된 목표는 청소년이 종합적인 직업 역량을 습득하게 하는 데 있

>>

_15

다. 연방직업훈련법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훈련생에게는 학습 권리뿐만 아니라 학습
의무도 있다. 즉 훈련생은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한 직업 기술, 지식 및 역량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출석 또는 참석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휴가를 받은 직업학교 수
업, 시험 및 기타 훈련에는 의무적으로 출석 및 참석하여야 한다. 도제훈련을 시작할 때 훈련
생은 훈련기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 구성이 기술된 훈련 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훈련
생은 자신의 훈련 경과를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계속(근무시간 중 허용된 때에) 기록해야 한
다. 훈련생의 법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직업훈련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모든 업무를 신중하게 수행한다.
- 훈련교사 또는 그 밖의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자의 (직업훈련 관련) 지시사항을 따른다.
- 기업(또는 훈련센터)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따른다.
- 기업이 제공하는 도구, 기계 및 기타 장비를 주의하여 다룬다.
- 기업 및 산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대가로 훈련생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주어지며 이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다. 훈련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서면 훈련계약을 체결할 권리
- 도제훈련기간 중 적절한 보수와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 훈련 목적으로 결근할 권리
- 기업으로부터 도구와 기타 업무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
- 근로시간 관련 법규에 따라 직업훈련 목적으로만 근무할 권리. 즉 훈련생은 자신의 훈련
직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 도제훈련 종료 4주 전에 통보받을 권리. 고용주 측의 심각한 위반사항(괴롭힘 또는 성희
롱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도제훈련은 사전 통보 없이 종료될 수 있다.
- 훈련 종료 시 기업으로부터 직업훈련의 성격, 기간, 목표와 도제생이 취득한 기술, 지식,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을 권리
연방직업훈련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훈련생의 법정 최저임금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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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1) 법정 최저임금은 훈련 보수 및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는 단체협약12)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제훈련에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도 근로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자의 불이익은 기업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
를 모집하는 데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직업훈련법에 따르면 훈련수당은
직업훈련기간 동안 최소 연단위로 인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훈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훈련
생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2019년 단
체협약에 근거한 훈련수당은 전국적으로 월평균 939유로를 기록했다. 그러나 훈련수당은 부
문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림잡았을 때 훈
련수당은 숙련 노동자 초임의 1/3 정도이다. 훈련생의 월 총보수액이 325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평의회(또는 훈련생을 대표하는 별도의 위원회)는 해당 기업 훈련생의 이해와 권리
를 대변하며, 분쟁이나 기타 사건 발생 시 훈련생을 위한 최초 연락처의 역할을 한다. 개인 또
는 기업 차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협회(Chambers)가 산하 중재위원회
를 통해 훈련생과 고용주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어떠한 경우든, 훈련계약서는 훈련계약
위반 발생 시 훈련생이 법적 지원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

훈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VET는 기업과 직업학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직업학교 교사(vocational school teachers)
와 현장교사(in-company trainers)가 구분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현장교사는 기업 내 직업훈련(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을 담당한다. 연방직업훈련법 제14조
에 따라, 현장교사는 훈련생이 정해진 훈련기간 내에 훈련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업역량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은 적절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계획 및 실시
11) 최저임금 수준은 매년 1월 1일에 갱신될 예정이다. 2020년 훈련 1년 차 보수는 515유로, 2021년에
는 550유로, 2022년에는 585유로, 2023년에는 620유로로 정해졌다. 훈련 2년 차에는 1년 차 보수
의 18%, 3년 차에는 35%가 의무적으로 인상된다.
12) 단체협약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다. 독일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소매업, 금속업, 화
학산업, 수공업 등 특정 부문별로 체결된다(산별 또는 분야별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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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8조~제33조에 의하면 적절한 개인적, 직업적, 교육학적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현장교사로 일할 수 있다. 즉 현장교사는 관련 직업자격과 충분한 근무경험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학적 적성은 훈련교사 적성검사규정(Ordinance on Trainer
Aptitude, AEVO)13)에 따른 시험으로 증명해야 한다. 수공업 장인(master craftsman) 시험인
마이스터 시험(Meisterprüfung)에 합격한 사람도 훈련을 제공할 자격을 갖게 되는데, 적성검
사규정 시험 과목들이 마이스터 시험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훈련교사 적성시험은 해당 협회(Chambers)에서 관할하며 필기시험(180분)과 실기시험
(30분)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모든 활동 분야의 사례 관련 업무를 포함하며, 실기시험은
훈련 상황 프레젠테이션과 기술 관련 토론 두 부분으로 나뉜다. 도제훈련 실시를 희망하는 기
업은 적합한 자격의 훈련 담당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적성을 갖춘 지정 현장교사 외에도 기업의 여러 직원들이 훈련생의 업무를 지도, 지원함으
로써 직업훈련에 파트타임으로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현장교사는 도제생이 기업에 잘 어우러
지고 직업 정체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2017년 공식적으로 등록된 훈
련 담당자(마이스터 및 현장교사)는 총 636,078명이었다.
직업학교 교사는 연방주 관할권에서 훈련받는다. 직업학교 교사는 두 범주로 나뉜
다. 중등후기교육 교사는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학교에서 실습훈련
(Referendariat)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훈련은 2차 시험을 치르면 끝난다. 2차 시험을 통
과하면 공식적으로 중등후기단계의 직업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직업학교 교사
는 직업 관련 이론 및 일반교육 과목을 가르친다. 이와는 달리, 직업실습 교사(teachers for
vocational practice/Lehrer für Fachpraxis)는 실무기술에 대한 학교 기반 훈련을 담당한다.
직업실습 교사는 대학교육 자격이 필요하지 않지만 관련 직업자격 및 충분한 근무경험과 18
개월의 훈련을 통해 취득하는 교수학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직업실습 교사의 자
격은 수요에 기반을 두며(직업실무 교사에 대한 학교의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연방주의 주
립 기관에서 부여한다.

13) 적성시험규정(AEVO)은 1972년에 시행되어 1999년과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직업훈련의 품질 보
장을 목적으로 한다. BIBB는 AEVO에 따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15시간의 과정 이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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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독일은 16개의 연방주(Länder)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업무는
개별 주의 권한에 맡겨져 있고 각 주는 특정 영역에서 입법 권한도 갖는다. 결과적으로 교육
및 문화 관련 입법과 행정은 주로 개별 주에서 책임진다. 하지만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현장훈련을 관할하고 주정부가 학교 기반 직업훈련과 직업학교를 담당
한다. 따라서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거버넌스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며, 공동으로 VET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주정부, 고용주, 노조 사이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특징이다. 이하에서는
각 주체의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연방정부
- 직업훈련의 의무적 요건을 명시하고 훈련직업을 인정하는 훈련규정을 제정하는 등 이원
적 직업교육훈련의 기업 기반 부분에 관해 입법 권한을 가진다.
- VET 제도의 지원과 혁신을 위한 조치의 재원을 마련한다.
- VET 연구를 촉진한다.

연방주
- 독일의 교육제도에 관한 입법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
- 직업학교에서의 VET 제공을 위한 (훈련규정에 부합하는) 기본 커리큘럼을 작성한다.
- 직업학교 교사의 인건비 재정을 마련한다(건물과 비품은 지자체 및 지방정부 부담).
- 협회(Chambers)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가진다.

고용주 및 산업 협회와 노동조합(사회적 파트너)
- 기존 훈련직업의 현대화 또는 새로운 훈련직업 신설 방안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한다.
- 각 부문의 훈련규정 및 기본 커리큘럼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를 선임한다.
- 훈련수당 수준 등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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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Chambers)
-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구성에 대해 기업과 훈련생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 VET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훈련을 모니터링한다.
- 기업 및 훈련교사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훈련계약서를 등록한다.
- 훈련생과 현장교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재원의 개요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재원은 기업, 공공부문, 훈련생 3자가 분담한다. 기업은 현
장훈련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총비용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
다. 동시에 기업은 미래의 숙련 노동자를 훈련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득을 얻는다. 훈련연
도 기준으로 2012/13년 현장훈련 실시에 사용된 기업의 순비용은 약 77억 유로(한화 약 10
조 5,300억 원)였다. 이에 비해, 회계연도 2013년에 전체 공공기관(연방정부, 주정부, 연방
고용청)이 VET 부문에 사용한 총지출액14)은 약 97억 유로(한화 약 13조 2,700억 원)였다.
훈련생의 기여분은 주로 기회 비용, 즉 훈련기간 동안 받는 훈련수당이 비숙련 또는 반숙련
(semi-skilled)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손실분(lost income)을 의미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를 금전적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지출은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성과를 거둔다. 예를
들어 기업은 훈련 종료 후 훈련생을 채용함으로써 채용 및 신입직원 연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훈련생은 향후 실업 위험 감소 또는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당국은 사회제
도 및 사회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 여기에는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비용뿐만 아니라, 풀타임 직업학교 비용, 학교나 직업훈련에서 취업으
로 전환 과정에 있는 청년 지원 비용, R&D 활동 등을 위한 구조기금(structural funding) 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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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8년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이후의 자
격 단계에 해당하는 중등후기(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3단계) 또는 중등과정 졸업 비고
등(post-secondary non-tertiary qualification)(ISCED 4단계) 자격을 갖춘 독일 청년층
(15~24세)의 실업률은 3.7%였던 반면, 그에 상응하는 자격 수준에서의 EU 청년 실업률(28
개 회원국의 평균)은 13.4%였다.15) 실업을 결정하는 기타 거시경제적 요소들 중 이와 같이
두드러진 청년 실업률의 차이는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와 청년층의 교육행위(educational behavior) 및 교육 선호도 변화가 그 원인이기도 하
지만 기술발전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기술(skills) 수
요 변화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
육훈련제도는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입증된 바와 같이, 탄탄한 지원 기반을 발판으로 이러한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BIBB (Ed.) (2019): VET Data Report 2019. Information and analyses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onn, Germany. (in German only, for previous issues see https://www.
bibb.de/datenreport/en/index.php9)
·Hippach-Schneider, U; Huismann, A. (2019):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Germany.
Cedefop ReferNet VET in Europe Reports 2018. https://www.cedefop.europa.eu/en/publicationsand-resources/country-reports/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europe-germany-2018

15) 출처: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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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일학습병행제와 청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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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Arnulf D. Schircks (스위스 A. 슈릭츠 노하우컨설팅 설립자)*

■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제도(VPET system)의 현황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VET)은 중등후기수준
에서 제공되며 전문교육훈련(Professional Education, 이하 PE)은 고등수준에서 제공된다.
VET와 PE 모두 명확하게 정의된 훈련 계획과 국가자격 절차에 의해 실시된다. 직업교육훈
련제도는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의 범위가 넓으며 여러 가지 능력과 연령대별 수요에 맞춘 훈
련과정이 제공된다. 또한 모든 수준에서 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계속교육훈련(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CET)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중등후기수준 : VET
VET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탄탄한 전문역량을 제공하며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 연방 VET 인증서(Federal VET Certificate)를 위한 2년 VET 과정
* 베트남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초빙교수 및 스위스 정부가 후원한 프로젝트 “베트남 직업훈련
센터 역량 강화(Strengthen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Vietnam)”의 프로젝트 매니저 및 상근
매니저 역임. 현 린덴버그 컨설팅 연구팀장(필자 이메일: schircks@gmail.com). 이 글의 주요 공식 출
처 목록은 이 글 말미의 “참고자료”에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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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위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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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청소년이 특정 직업 프로필(occupational profile)에 필요한 인정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더욱 실용적인 기술(skills)을 제공한다.
• 연방 VET 디플로마(Federal VET Diploma)를 위한 3년 또는 4년 VET 과정
이 과정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고등수준의 PE
로 접근할 기회가 열려 있다.
• 연방 직업대학 입학시험(Federal Vocational Baccalaureate, 이하 FVB)
연방 VET 디플로마를 위한 3년 또는 4년 VET 과정에 등록한 학습자는 FVB 준비 과정
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반 교육과목을 포함하며 FVB를 통과한 사람은 별도의 입
학시험을 치르지 않고 스위스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UAS)에 등
록할 수 있다. 또한 FVB 소지자는 대학적성시험(University Aptitude Test: UAT)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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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주립대학(cantonal university) 또는 연방공과대학(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에 등록할 수 있다.

고등수준 : PE
연방 VET 디플로마 소지자는 고등수준에서 전문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특화 또는 심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경영 기술(managerial skills) 취득도 포함된다.
PE 부문은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존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다.
• 연방 검정시험 수준 1(level 1)
이 시험은 중등후기수준의 VET를 이수한 후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skills)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문가를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고등교육 연방 디
플로마(Federal Diploma of Higher Education)가 부여된다.
• 연방 검정시험 수준 2(level 2)
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획득하고 기업의 관리직에서 일

<표 1> 2017년 기준 이수 건수
(단위 : 자격 수)
중등후기수준 : 직업교육훈련(VET)

합계

여성

남성

연방 VET 디플로마(Federal VET Diploma)

62,268

28,534

33,734

연방 VET 인증서(Federal VET Certificate)

6,512

2,845

3,667

연방 직업대학 입학시험(FVB)

14,320

6,724

7,596

958

404

554

대학적성시험(UAT)
고등수준 : 전문직업교육(PE)

합계

여성

남성

고등교육 대학이 부여하는 자격

8,754

4,286

4,468

연방 검정시험 수준 2(level-two)

2,954

883

2,071

연방 검정시험 수준 1(level-one)

14,448

5,516

8,932

350

248

102

연방이 인정하지 않는 전문직업교육

자료 :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2018a). 위 수치는 자격 소지자(일부 소지자는 자격 중복 소지)의
수가 아니라 발급된 자격 수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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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고등교육 고급 연방 디플
로마(Advanced Federal Diploma of Higher Education)가 부여된다.
• 전문교육기관(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s)의 학습 과정
이 과정은 지식 및 기술(skills) 향상과 관리직 근무를 희망하며 연방 VET 디플로마를 소
지한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과정이다. 이 학습 과정은 앞서 기술한 두 연방 검정시험보다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룬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고등교육 고급 연방 디플
로마가 부여된다.

■ 거버넌스 : 하나의 사명, 4개의 파트너
VET와 PE의 제공은 스위스 연방정부, 주정부(cantons), 전문기관(professional organizations)
및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명이다. 이 네 파트너는 훈련직업 및 훈련내용의 변화와 관련
하여 직업교육훈련제도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정부
• 국가교육연구혁신청(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SERI)은 교
육, 연구 및 혁신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업무를 담당하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전문기관이다.
• 스위스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Swiss 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FIVET)는 중등후기수준(VET 부문) 및 고등수준(PE 부문)에 종사하는 교사,
훈련교사, 강사 및 시험담당자들에게 기초 및 계속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SFIVET은 직업
교육훈련 관련 연구, 학습, 시범 프로젝트 및 서비스 제공에도 관여하고 있다.
• 전략적 관리 및 개발
-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품질 보증 및 심화 발전 추진
- 스위스 전역에서 교육훈련 과정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및 투명성 보장
- 약 230개의 직업교육훈련규칙(VET ordinances)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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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육기관의 학습 과정에 대한 35개의 핵심 학습계획서와 약 400개의 연방 검정시
험을 위한 규정 승인
- 직업, 교육 및 경력 지도 상담사를 위한 훈련과정과 함께 VET와 PE 부문에 종사하는
교사, 훈련교사, 강사, 시험담당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주정부
스위스 주교육부장관회의(Conference of Cantonal Ministers of Education, 이하 EDK)를
통한 국가적 협력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보완 및 강화한다.
• 26개의 주 VET 사무소는 주(cantonal) 단위의 VET 실시를 책임지며 EDK의 전문 회의
기구인 ‘스위스 VET 사무소 콘퍼런스(Swiss Conference of VET Offices, SBBK)’를 통해
각자의 활동을 조율한다. 또한 도제훈련, 직업학교 및 전문교육기관을 감독하고 훈련 제
공 기업의 현장 훈련교사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 직업, 교육 및 경력 지도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한다.

전문기관
직업세계에서 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편, 컴퓨터는 대인관계에 있어
공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역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지 능력과
관련하여 컴퓨터는 현재 성인 수준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10년 후의 컴퓨터는 현재 성인 수준의 최고 난이도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기술과 콘텐츠가 미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직업교육훈련 부문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새로운
훈련 내용과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기관은 미래 변화
에 큰 관심을 가지며, 그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준비하고자 한다.
• 산업협회(trade associations)와 후원기관은 훈련 및 국가자격 절차의 내용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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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후기수준(VET 부문)과 고등수준(PE 부문)의 훈련과정을 조직한다.
• 사회적 파트너와 훈련기관도 산업협회와 함께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훈련 내용
- VET 프로그램의 훈련 내용과 전문교육기관의 방법론 및 학습 과정 수립
- 연방 검정시험 수준 1 및 수준 2뿐만 아니라 VET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자격 절차 수립
- 새로운 훈련과정 개발

기업
VET 프로그램 중 특히 기업 기반 VET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보다 외인적 요소의 영향을 매
우 크게 받는다. 노동시장에서 디지털화와 자동화 현상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 명확하게 드
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특히 그 속도에 대해서
는 그 어떠한 예측도 하기 어렵다. 훈련의 종류(직업)와 품질뿐 아니라 도제훈련의 실행 가능
여부는 학습자들의 희망과 수요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의
해서도 좌우된다. 이러한 산업별 결정에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건전성뿐 아니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skills)을 다른 유형의 교육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영향을 미친
다. 훈련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기업들도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VET가 발전
하는 방식은 일반 교육의 경우에 비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기업은 도제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차세대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의 직업교
육훈련제도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참여는 기업이 고객의 기술 발전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과정의 한 요소에 해당한다.
- 기업은 고객과 접촉하고 있다.
- 기업은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 기업은 근로자가 기업에 적합한 인력이 되고 향후 인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매력적 요소를 갖추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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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장소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노동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며, 다
양한 학습 장소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도제훈련 시장(apprenticeship market)
도제훈련 시장에는 공급(도제훈련 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수요(도제훈련 자리를 구하는
청소년)가 존재한다. 국가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제훈련 제공 기업에는 전반적으
로 도제훈련이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보장하여 도제훈련 실시를 장려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제훈련 참여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직종은 상업 근로자
(commercial employee, 13,842건), 보건 종사자(4,795건), 소매 사무직(9,657건), 사회복지
종사자(3,657건), IT 기술자(2,100건) 순이다.
VET 프로그램은 약 230개의 직업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
던 10개 직업의 도제훈련계약은 신규 체결된 도제훈련계약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중등후기수준
• 도제훈련 제공 기업(host company) 사업장 내 훈련
이원적 트랙(dual-track) 방식에 의해 학습자는 파트타임으로 직업학교의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은 제공 기업에서 도제훈련을 받으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필요한 실무 노
하우, 지식 및 기술을 배운다.
• 직업학교의 교실수업(classroom instructions)
언어, 의사소통 및 사회(Language, Communication and Society: LCS) 범주에 해당하는
과목들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 과목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이는 학습자의 기술적, 방법론
적,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적, 일반적 원리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실수업은 주 1~2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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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7년 중등후기수준 등록 인원

29,796

이원적 트랙 VET 프로그램

65,872
7,645

학교 기반 VET 프로그램
바칼로레아 학교 또는 특성화 학교

자료 : 연방통계청(2018c). 이원적 트랙 및 학교 기반 VET 프로그램(상업 학교(trade
schools) 및 IT 학교 포함) 중 비공식 2년제 도제훈련은 제외.

• 공통훈련센터(branch training center)의 공통 과정(branch courses)
공통 과정은 직업학교의 교실수업과 도제훈련 제공 기업의 도제훈련을 보완하기 위해 학
습자에게 필수적인 실무기술(practical skills)을 제공한다. 이는 관련 부문(branches)에
서 운영하는 제3의 훈련센터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고등수준
• 고등교육 연방 디플로마 및 고등교육 고급 연방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한 연방 검정시
험의 준비는 개인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과 병행한다.
• PE 기관의 학습 과정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풀타임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인턴십을 마치게 된다. 파트타임 과정에 등록하려면 표
준적인 1주 근무시간의 50% 이상이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PE 기관의 학습 과정은 학습
내용을 실제 근무환경에서 실행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응용과학대학(UAS)의 학습 과정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듈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적 활동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의 세 곳의 수업 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별도의 교육학 및 교수법 훈련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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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지도 및 지원
청소년 지원책
열심히 일하고 학습 속도가 빠른 청소년에게는 VET 프로그램 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교육
훈련 과정과 최종 시험이 면제되는 기회까지도 주어진다.
코칭 및 멘토링은 의무교육 기간 중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개별지도를 수반한다. 주정부
(cantons)와 민간조직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VET 사례관리는 특히 VET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돕도록 설
계되었다.

스위스스킬스(SwissSkills), 유로스킬스(EuroSkills), 월드스킬스(WorldSkills) 대회
매년 수많은 스위스 산업협회(trade associations)는 여러 수준의 스킬(skills) 대회에 참가
할 대표선수들을 선발한다. 스위스스킬스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국 대회가 개최되는데,
참가자들이 직접 직업을 선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스위스스킬스 입상자는
유로스킬스와 월드스킬스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대표적인 직업 관련 행사
행사 1 : 스위스스킬스(SwissSkills)

2020년 9월 13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3회 스위스 전국 전문 직업인 대회인 스위스스킬
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2년 가을로 연기되었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135개의 직업별 대회가 열리고 그중 75개 직업은 스위스 선수권대회로 계획되었
으나, 연방정부는 대회 연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2020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스위
스스킬스 대회는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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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행사이다.1)

행사 2 : 이노베이션스킬스(InnovationSkills)

2021년 5월 25일에 베른에서 개최 예정인 이노베이션스킬스는 SFIVET이 주최하는 스위
스 직업교육훈련 혁신에 관한 콘퍼런스로, 어떻게 직업훈련을 개선할 것이며 직업훈련이 어
떻게 직업세계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

■ 연방 직업대학 입학시험(FVB)
연방 VET 디플로마 소지자가 준비할 수 있는 FVB는 심화된 일반교육을 제공하며 FVB에
합격하면 스위스 응용과학대학(UAS) 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FVB 합격자가 대학적성시
험(UAT)을 치르고 합격하게 되면, 스위스 주립대학이나 두 연방공과대학 중 한 곳에 등록할
수 있다.

대학적성시험(UAT)
FVB 합격자는 대학적성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주립대학이나 연방공과
대학의 학습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시험 준비과정에는 1년이 소요되는데 최근 들어 FVB 합
격하여 대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응용과학대학(UAS)
FVB 합격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응용과학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FVB는
1) 홍보자료: SwissSkills 2022(https://www.swiss-skills.ch/swissskills-2020/).
2) 관련영상: Werbevideo(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results-and-impact/publications/
annual-magaz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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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 프로그램에서 다룬 직종3)과 일관된 방향성을 지닌다.
응용과학대학은 스위스 고등교육에 속하며 실무학습 및 응용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 활
동을 준비한다. 학습 과정은 실제적 훈련(real-world training)에 중점을 둔 학사-석사 제도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응용과학대학은 전문 직업인이 고등교육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실제적 훈련(real-world training)
응용과학대학은 응용연구와 함께 실무학습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학사 과정을 이수하면
특정한 전문 직업 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갖추어지며, 석사 과정은 심화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
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고급 수준의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킨다. 주로 기초연구
를 하는 주립대학이나 연방공과대학과는 달리, 응용과학대학은 응용연구에 초점을 둔다. 민간
부문과 과학의 교차점에서 응용과학대학은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범위한 학습분야
응용과학대학의 학습분야에는 엔지니어링 및 정보기술, 건축, 건설 및 계획, 화학·생명과
학, 농업⋅임업, 사업⋅서비스, 디자인, 보건, 사회복지, 음악, 연극 및 기타 예술, 응용심리학, 응
용언어학, 스포츠 등이 있다.

주요 관련 수치
학사 과정을 이수하려면 대체로 풀타임 학생은 3년, 파트타임 학생은 4~5년이 소요된다.
학사 학위 소지자는 이미 전문 직업 활동 자격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학사 과정 졸업자의
약 15%만이 석사 과정에 등록하며, 석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3학기제로 진행된다.

3) VET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직종에는 엔지니어링⋅건축⋅생명과학, 자연⋅농업⋅식품, 사업⋅서비스, 디자
인⋅예술, 보건⋅사회복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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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습분야 및 수준별 응용과학대학 학위 취득 건수(2017년)
(단위 : 건)
분야

학사

석사

901

131

엔지니어링, IT

2,518

230

화학, 생명과학

445

169

농업, 임업

104

0

4,437

768

디자인

680

225

스포츠

30

18

796

1,271

89

42

1,737

111

159

92

1,698

85

13,594

3,142

건축, 건설 및 계획

사업, 서비스

음악, 연극 및 기타 예술
응용언어학
사회복지
응용심리학
보건
전체

■ 성인을 위한 직업자격
스위스에서는 성인들도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4세 이상에게 부여된 직업자격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24세 이상에게 부여된 연령별 직업자격의 수(2017년)
(단위 : 건)
연령

25~29세

30~39세

40세 이상

전체

자격 수

4,626

2,578

1,741

8,945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네 가지 제도적 경로로는 ① 정규 이원화 트랙 VET 프로그램
에 등록, ② 정규 이원화 트랙 VET 프로그램에서 고급 과정 이수, ③ 훈련을 이수할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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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바로 연방 검정시험 수준 2에 합격,4) ④ 비형식과 무형식 학습의 승인(Valida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VNIL)이 있다.

전문교육훈련(PE)
스위스의 고등수준 교육은 PE, 응용과학대학(UAS), 주립대학/연방공과대학으로 구성된다.
PE는 해당 직업에서 사용되는 실질적 기술(skills)에 큰 중점을 둔다. VET에 참여하는 사람의
약 1/4이 직업활동 기간 중 PE 자격을 이수한다.
PE는 고난도의 기술 또는 경영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부여하고 노동시장에 고숙련 인력
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특히 자원 보존 및 에너지 효율에 기여하는 새로운 직업 프로필(job
profiles)이 PE에 신설되고 있는데, 중고 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s) 가공, 환경기술
및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설비 프로젝트 매니저) 관련 직업 등이 포함된다.
연방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자격이 주어지는데, 연방 검정시험 수준 1은 약 220개, 연
방 검정시험 수준 2는 약 170개의 전문직(professions)에 응시할 수 있다.

<표 4> 응시생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연방 검정시험 수준 1(2017년)
(단위 : 명)
직업

계

기술영업 전문가

878

경찰관

700

금융회계 전문가

580

인적자원 전문가

558

사회보험 전문가

555

4) 편집자 주: 연방 검정시험 수준 2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근무 경험이 필요하며, 최소 경력
을 갖춘다면 어느 직업에서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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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시생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연방 검정시험 수준 2(2017년)
(단위 : 명)
직업

계

감사

248

전기기술자

183

최고회계감사담당관(Chief Accountant and Comptroller)

134

보완의학 치료사(complementary medicine therapist)

130

판매관리자

122

■재원
스위스의 VPET 부문의 재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전문기관(professional organizations)이 각
각의 몫을 분담하여 마련된다. PE와 계속교육훈련(CET) 비용은 대부분 기업과 개인이 부담한다.

2017년 스위스 VPET 제도에 사용된 공공지출은 약 36억 스위스프랑(CHF)(한화 약 4조 5,800
억 원)이었다. 주정부에서 VPET의 실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지출의 대부분은 주정부
에서 발생한다. VPET 재원을 부담하는 민간부문인 전문기관은 서비스와 재원을 제공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기반을 다지고 자체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특정 직업(VET 부문)과 전문직(PE 부
문)을 홍보한다.
중등후기수준의 VET를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코뮌(commune)에서 마련한다.
민간 재원은 전문기관과 함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마련한다.
고등수준의 PE와 직무 관련 계속교육훈련(CET)을 위한 2017년 공공지출 규모는 약 5억

1,500만 스위스프랑(CHF)(한화 약 6,600억 원)이었다. 대부분의 개인이 연방 검정시험 준비
과정을 수강하는데, 이 준비 과정은 국가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연방정부가 이 과정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연방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약
60~80%를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2017년 연방정부에서 연방 검정시험 시행에 지불한 금액
은 약 3,000만 스위스프랑(CHF)에 달했다.
전문교육기관의 학습 과정을 위한 공공재원은 ‘전문교육기관 학습 과정을 위한 재원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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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주정부 간 협약(InterCantonal Agreement on Funding Contributions for Study
Programs at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s, ISA-PEI)’의 규정에 따라 주정부가 부
담한다. 주정부의 분담금은 평균 비용의 90%까지 차지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수업료
(tuition fee)로 충당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경제 부문에 속하는 모든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VPET 재원 분담금을 납
부해야 한다. 이 재원은 VET 부문과 PE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훈련과정 개발, 교육
훈련과정 및 자격 절차 수립, 특정 직업 홍보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 세계 수준에서의 스위스 VPET
스위스 국가교육연구혁신청(SERI)은 주정부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스위스 이원화 트랙
VET 프로그램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OECD, EU 등의 국제 조
직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VET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국가교
육연구혁신청(SERI)은 VET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여러 유럽 기구에서 스위스를 대표한다.
다양한 연방기관들이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국제협력(IC-VPET)’ 활동은 여러 정
책 분야(교육, 개발협력, 외교, 경제, 이주)에 전략적 기반을 두고 있다. IC-VPET 활동은 스위
스의 직업 및 전문자격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VPET 제도 이해당사자들의 이동성(mobility)
을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해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의 동향을 파악
하고 VPET 제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성 이전
스위스는 외교적, 기술적 차원에서 지식을 교류한다. 또한 스위스 VPET 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외국 대표단의 방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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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 프로그램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EU의 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Erasmus+)에 간접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VPET 영역에서 이동성과 협력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있다.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
향후에는 모든 직업 및 전문자격이 ‘ 직업 및 전문자격을 위한 국가역량체계(NQF for
Vocational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내의 하나의 수준으로 배정될 것이다.

유로스킬스(EuroSkills) 및 월드스킬스(WorldSkills)
스위스는 국제적인 기능대회에 자국 최고의 젊은 전문 직업인들을 정기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다.

<표 6> VPET 관련 국제대회 주요 성적
최근 세 차례 월드스킬스(WorldSkills)에서의 스위스 성적
2017년 아부다비 대회

2위

2015년 상파울루 대회

4위

2013년 라이프치히 대회

2위

최근 세 차례 유로스킬스(EuroSkills)에서의 스위스 성적
2018년 부다페스트 대회

1위

2016년 예테보리 대회

1위

2014년 릴 대회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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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방직업교육훈련법(Federal VPET Act, VPETA)은 연방정부가 무엇보다도 연구를 통해
VPET 제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
의 연구 품질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www.sbbk.ch
·www.edk.ch
·www.sfivet.swiss
·www.bvz.admin.ch
·www.adressen.sdbb.ch
·www.berufsberatung.ch
·www.education-stat.admin.ch
·www.studyprograms.ch
·www.ibbz.admin.ch
·www.movetia.ch
·www.sbfi.admin.ch/diploma
·www.swiss-skills.ch
·www.nqr-berufsbildung.ch
·www.skbf-csr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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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일학습병행제와 청년고용

Special Feature

호주의 도제훈련제도
Michelle Circelli (호주 연방직업교육연구소(NCVER) 연구⋅자료분석팀장)

호주의 도제훈련제도(apprenticeships, 현재는 훈련제도(traineeships)까지 포함하는 용어
로 사용됨)는 오랫동안 기술 개발 및 노동력 참여의 주요 요소로 기능해 왔으며, 생산가능 연
령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는 중등학교 재학생(학교 기반 도제훈련), 졸업생, 노동시
장 재진입자 혹은 단순히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성인 노동자 등 모두가 도제훈련제도에 참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제훈련제도’는 일반적으로 목공, 배관공, 이미용, 자동차 정비 등의
전통적인 기술직종(traditional trades)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훈련제도’는 보육 종사자
나 수의 간호사와 같은 비기술직종(non-trade jobs)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훈련제도가 도제훈련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때는 1985년으로, 도제훈련제도의 직종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도제훈련제도는 1990년대 중반에 다시 한번 더 확
대되는데, 그 중점 대상을 기존의 학교 졸업생에서 연령 및 능력과 관계없이 파트타임 근로
자, 기존 재직자 등 모든 이들로 확대함으로써, 예비 도제훈련제도(pre-apprenticeship), 학
교 기반형 도제훈련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도제훈련제도 등을 포괄하게 되었다(Hargreaves,
Stanwick & Skujins, 2017). 또한 이 시기에 고용주와 도제 및 훈련생 모두를 위한 인센티브
도 도입되었다(Atkinson & Stanwick, 2016). 인센티브와 기타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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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도제훈련제도의 주요 특징
호주의 도제훈련제도를 개념화할 때 종종 단일 구조로 간주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호
주는 8개의 주(state)와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연방 또는 중앙정부 외에 각
주와 준주에 자치정부를 두고 있다. 따라서 8개 주와 준주는 자체적으로 각각의 도제훈련제
도에 대한 분류방식 및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Misko, 2020).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실시되는 모든 도제훈련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 개인(도제 또는 훈련생)과 고용주의 양자 간 훈련계약을 기초로 한다.
• 일반적으로 직장 내(on-the-job), 직장 외(off-the-job) 훈련 및 근무가 혼재한다. 전일
제 혹은 파트타임으로 가능하며, 학교 기반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 전일제 도제 및 훈련생은 주당 평균 38시간 근무 및 훈련을 하며 계속 고용이 보장된다.
- 파트타임 도제 및 훈련생은 정규직으로 등록되며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및 훈련 한다.
- 학교 기반 도제 및 훈련생은 중등학교 학습의 일부로 훈련에 참가한다(일반적으로 10,

11, 12 학년).
- 학교 기반 도제나 훈련생의 고용 또는 훈련 프로그램이 학교 기반 도제훈련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고용 또는 훈련이 학교 시간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 모든 도제와 훈련생은, 연차 또는 휴양 휴가(recreational leave), 병가, 공휴일, 휴식시
간 등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교재비뿐만 아니
라 기타 발생한 훈련 비용 및 수수료를 고용주로부터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
용주는 도제 또는 훈련생이 훈련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고용주
가 훈련기관에 직접 그 비용과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도제 또는 훈련생이 해당 비용이
환급되어야 할 시점에 더 이상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훈련
비용과 교재비를 환급해주지 않아도 된다.
1) 호주 도제훈련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와
https://www.aapathways.com.au/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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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3~4년간 실시되는 도제훈련 이수 후에는 Certificate III 또는 IV의 자격(호
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QF) 3등급 또는 4등급2))이, 훈
련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Certificate II 또는 최장 2년 효력의 고급 디플로마(Advanced
Diploma) 자격이 부여된다.

■ 재원 및 지원
2018년에 도입된 연방정부의 ‘호주 스킬 향상 기금(Skilling Australians Fund)’3)은 각 주 및
준주에서 다양한 주요 우선 분야에 걸쳐 도제훈련제도, 훈련제도, 예비도제훈련 및 예비훈련과
기타 고용 관련 훈련기회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제공한
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 및 호주 연방정부와 도제훈련제도에 참여하는 주
정부 사이의 개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금 지원은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및
직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진로를 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동시
에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Misko, 2020).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준주정부는 모두 고용주와 도제 및 훈련생을 위한 금전적 인센
티브 혹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도제 또는 훈련생의 훈련과 훈련기
간 동안 이들의 고용유지를 장려하고, 도제 및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에 끝까지 참여하여 과
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 밖의 다양한 계획과 관련 정책을 요약한 내
용은 호주 연방직업교육연구소(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이하
NCVER)가 개발한 대화형 정책 연대표 툴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VOCEDplus 웹사이트4)
2) 호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는 호주의 교육훈련제도에서 규율하고 있
는 자격에 관한 정책이다. AQF는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VET) 및 학교를 총괄하는 호주 국가자격제
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AQF의 등급과 그 기준은 상대적 난이도 또는
성취도와 그러한 성취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의 지표이다. AQF 1등급은 가장 낮은 난이도를,
10등급은 가장 높은 난이도를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qf.edu.au/ 참조.
3) https://www.employment.gov.au/skilling-australians-fund
4) 웹사이트(https://www.voced.edu.au/vet-knowledge-bank-timeline-australian-vet-policyinitiatives)의 “Select a category” 메뉴에서 “Apprentices & trainees”을 선택하면 도제훈련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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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연방정부가 현재 호주 도제훈련제도 인센티브 프로그램(Austr alian
Apprenticeships Incentives Program, 이하 AAIP)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와
지원에 대해 기술한다.

고용주 지원
현재 AAIP는 도제훈련 신규 참여 또는 재참여 및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다수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AAIP는 2020년 7월 1일부로 더욱 체계적인 인센티브 프
로그램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신규 참여 인센티브(commencement incentives)’는 도제 1인당 AUD$750~1,500가 지급
된다. 비도시 지역 및 스킬 부족을 겪는 지역의 고용주, 가뭄 피해 선포 지역의 고용주, 장년
층(mature-aged) 노동자나 학교 기반 도제를 받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 참
여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AUD$750의 인센티브는 중등학교를 마친 후 학교 기반 도제훈련에 참여하는 도제를 계속
하여 최소 12주 동안 고용하는 고용주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리켜 ‘호주 학교 기반 도제훈
련 유지 인센티브(Australian School-based Apprenticeship Retention Incentives)’라고 부
른다. 도제 1인당 AUD$750의 인센티브는 신규 노동자 또는 기존 노동자를 도제로 재참여
(recommence)시키는 고용주도 받을 수 있다.
‘이수 인센티브(completion incentives)’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도제훈련 과정 이수를 지원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며 AUD$750~3,000가 지급된다.5)

훈련제도의 신규 참여 또는 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계획을 볼 수 있다.
이 정책 연대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5) 이상의 인센티브 지급액 및 수급자격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austapprent.govcms.gov.
au/sites/default/files/2019-06/AAIP%20summary%20Final.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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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및 훈련생 지원
이하에서는 현재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대출 및 기타 재정적 지원 제도를 요약
하여 소개한다.6)

직업교육지원대출제도(Trade Support Loans Scheme)
직업교육지원대출(Trade Support Loans, 이하 TSL)은 스킬 수요가 있는 직업7)에 속하
는 도제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격에 따라 최대
AUD$21,078의 대출이 가능하다. TSL은 현재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리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다. 성공적으로 도제훈련을 이수한 도제는 대출금의 20%를 삭감받
는다. 대출금 상환은 해당 도제의 연소득이 AUD$45,880(2019~20년도 기준)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조세제도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다.

추가스킬부족지급금(Additional Identified Skills Shortage Payment)
추가스킬부족(Additioanl Identified Skills Shortage, 이하 AISS) 지급금은 국가적으로 스
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직업의 도제와 고용주가 받을 수 있다. AISS 지급금
의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도제가 해당 고용주의 신규 도제로서, 국가적 스킬 부
족을 겪고 있는 10개 직업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Certificate III 또는 IV 등급의 자격
프로그램을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
고용주는 추가적인 도제, 즉 고용주의 통상적인 도제 수용인원을 초과한 도제에 대해서만
AISS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스킬 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제훈련제도의 실질적
인 공급 증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6) 각 제도와 그 수급자격 조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
au/aus-apprenticeships-incentiv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스킬 수요 우선 직업 목록: https://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sites/d8ausapps/
files/2019-05/Trade%20Support%20Loans%20-%20Priority%20Li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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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근무수당(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이 수당은 호주의 도제훈련제도 참여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집
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도제가 대상이다. 수급자격을 갖춘 전일제 및 파트타임 도제훈련제도
및 학교 기반 도제훈련제도 도제에 대해 최초 3년의 훈련기간 동안 지급 가능하다. 원격지 근
무수당은 비과세로, 도제는 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장애가 있는 도제 지원(Assistance for Australian Apprentices with Disability)
장애로 인해 직장 외(off-the-job)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도제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에는 추가 개별지도, 통역, 멘토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도제는 금전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대신 장애가 있는 도제에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기관
이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 부담금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기금 마련 및 관련 산업의 훈련 재투자를 위해 고용주
에게 특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대체로 산업훈련위원회(industry
training board)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이 운영한다. 건설업은 이러한 훈련 부담금이 적용되
는 산업 부문 중 하나다. 이하에서는 여러 주 및 준주에서 훈련 부담금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
되고 있는지 기술하며, 이 내용은 모두 Misko(2020: 18~19)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 퀸즈랜드 주(Queensland): ‘ 퀸즈랜드 건설업 직업능력청(Construction Skills
Queensland)’이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정 훈련 부담금
을 운영한다. 해당 기업은 해당 사업 총액의 0.1%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8)
- 남호주 주(South Australia): 남호주 주에서는 건설 및 건축 사업에 대해 ‘건설업 훈련기금
(Construction Industry Training Fund)’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은 AUD$400,000(국

8) https://csq.org.au/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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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 GST9)를 포함)를 초과하는 건설사업 계약금의 0.25%로 책정되어 있다. 그 외의 경우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합당한 시장가격의 0.25%가 부담금으로 책정된다.10)
- 서호주 주(Western Australia): AUD$20,0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설 사업에 대해, ‘서호
주 건설업 훈련기금(Western Australian Construction Training Fund)’에서 해당 사업
총액의 0.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사업 금액에 대한 상하한선은 두고 있지 않
다.11)
- 태즈메이니아(Tasmania): ‘태즈메이니아 건설업 훈련기금(Tasmanian Construction
Industry Training Fund)’ 부담금은 사업비가 AUD$20,000를 초과하는 건설사업에 대
해 사업비의 0.2%로 책정되어 있다.12)
-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 ‘호주 벽돌 미장공 훈련
재단(Australian Brick and Block Training Foundation, 이하 ABBTF)’13)은 벽돌 및 미
장 인력의 스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정해진 단위의
벽돌이나 콘크리트 공사 시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점토 벽돌은 1,000장당
AUD$1.50, 콘크리트 벽돌 공사는 1평방미터당 7.5센트로 계산된다. ABBTF의 ‘브릭스
타트 보조금(Brick-start Subsidy)’은 벽돌공 도제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3년간 최대
AUD$3,000를 지급한다.

9) 편집자 주: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호주 정부가 2000년에 도입한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10) https://citb.org.au/pay-a-levy/about-the-levy
11) 자원(resources) 부문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이 적용된다. https://www.legislation.
wa.gov.au/legislation/statutes.nsf/main_mrtitle_98_homepage.html; https://ctf.wa.gov.au/wpcontent/uploads/2018/10/V10_FAQ_Guidelines.pdf; https://ctf.wa.gov.au/
12) https://www.tbcitb.com.au/levy/faqs/
13) https://www.becomeabricklayer.com.au/abbtf/abbtf-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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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훈련의 신규 참여 및 이수
NCVER이 최근 발표한 도제 및 훈련생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훈련 중인 도제와 훈련생(기술 및 비기술직종)은 272,580명으로, 2018년 9월 30일에 비해

0.5% 감소하였다. 2019년 9월 30일 기준의 도제와 훈련생 수는 호주 전체 노동력의 2.1%를
차지한다(NCVER, 2019).
<표 1>을 보면, 2019년 9월 30일에 종료된 12개월의 기간에는 2018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과 비교할 때 기술 직종의 도제훈련 신규 참여는 4.3% 감소한 71,035건을 기록하였
으며, 이에 비해 비기술 직종의 신규 참여는 1.3% 증가한 85,110건에 달했다. 전체 신규 참
여는 2018년에 비해 1.3% 감소하여 156,265건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에 신규 참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술 직종은 ‘엔지니어링, ICT 및 과학 기술자’로 13.0%가 증가한 2,675건이었
고, 신규 참여가 가장 크게 감소한 기술 직종은 ‘건설업 노동자'(12.2% 감소한 19,720건), ‘기

<표 1> 호주 도제훈련 인구통계: 2015~2019년(각 연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 신규 참여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2019
(증감, %)

2015~2019
(증감, %)

19세 이하

75,980

77,215

76,015

75,190

73,385

-2.4

-3.4

20~24세

37,515

36,250

33,840

33,530

32,590

-2.8

-13.1

25~44세

48,130

44,095

40,535

39,340

39,705

0.9

-17.5

45세 이상

14,920

12,140

10,820

10,185

10,575

3.8

-29.1

남성

115,480

109,470

105,135

105,020

101,060

-3.8

-12.5

여성

61,070

60,245

56,090

53,255

55,205

3.7

-9.6

130,030

120,610

116,325

118,920

115,005

-3.3

-11.6

46,520

49,110

44,900

39,360

41,255

4.8

-11.3

6,935

6,330

6,320

7,230

8,080

11.8

16.5

154,640

148,480

139,905

136,200

134,645

-1.1

-12.9

14,975

14,905

15,000

14,850

13,535

-8.8

-9.6

연령

성별

전일제/파트타임 구분
전일제
파트타임
고용주 유형
정부
민간부문
집단 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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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18~2019
(증감, %)

2015~2019
(증감, %)

84,355

74,135

71,685

74,190

71,035

-4.3

-15.8

3,720

2,240

2,330

2,370

2,675

13.0

-28.1

자동차 및 엔지니어링 기술 노동자

16,065

15,630

16,510

18,165

18,230

0.3

13.5

건설업 노동자

24,560

22,220

21,980

22,465

19,720

-12.2

-19.7

전기기술 및 통신업 노동자

14,135

13,175

12,505

13,750

13,800

0.4

-2.4

식품업 노동자

9,330

8,040

6,685

5,935

6,010

1.2

-35.6

숙련 축산 및 원예 노동자

4,080

3,565

3,565

3,715

3,790

2.0

-7.1

12,465

9,260

8,115

7,795

6,815

-12.6

-45.3

기술 (직종, ANZSCO†)
엔지니어링, ICT 및 과학 기술자

기타 기술자 및 노동자
비기술 (직종, ANZSCO†)

92,195

95,585

89,525

84,025

85,110

1.3

-7.7

관리자

3,065

3,930

2,370

1,805

2,190

21.4

-28.5

전문직

540

530

405

475

495

4.9

-8.5

공동체 및 개인 서비스 노동자

30,455

29,955

27,605

26,700

27,915

4.6

-8.3

사무 및 행정 노동자

19,025

18,510

17,185

17,230

18,250

5.9

-4.1

판매 노동자

16,290

18,120

15,455

11,050

11,225

1.6

-31.1

기계 운전자 및 기사

11,645

12,445

15,175

15,115

14,730

-2.5

26.5

육체노동자

11,175

12,095

11,330

11,650

10,300

-11.6

-7.8

12,245

14,755

15,005

14,940

14,310

-4.2

16.9

Certificate III

139,125

135,745

129,835

128,150

125,465

-2.1

-9.8

Certificate IV

19,970

14,560

12,465

11,330

11,965

5.6

-40.1

5,210

4,655

3,920

3,855

4,525

17.3

-13.2

31,750

22,565

20,190

18,225

17,975

-1.4

-43.4

144,800

147,155

141,035

140,055

138,290

-1.3

-4.5

176,550

169,720

161,225

158,275

156,265

-1.3

-11.5

AQF 자격 등급
Certificate I 또는 II

디플로마/고급 디플로마
기존 근로자
신규 개시 근로자
전체

자료 : NCVER 2019, Apprentices and trainees 2019: September quarter – Australia, NCVER, Adelaide,
https://www.ncver.edu.au/research-and-statistics/publications/all-publications/apprenticesand-trainees-2019-september-quarter-australia
†ANZSCO =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타 기술자 및 노동자'(12.6% 감소한 6,815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비기술 직종 중에서는 ‘관
리자’ 직종의 신규 참여가 21.4% 증가한 2,190건에 이르러 가장 크게 증가했고, 신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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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크게 감소한 비기술 직종은 세탁 노동자, 공장 노동자, 농장 노동자 등의 ‘육체노동자
(labourer)’로 11.6% 감소한 10,300건을 기록했다.
<표 2>에 따르면 도제훈련 중 중도탈락(cancellations and withdrawals) 건수는 2018년 9
월 30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의 총합계 증감이 미미하게 0.1% 감소하여 88,030건을
기록하였다.

<표 2> 호주 도제훈련 인구통계: 2015~2019년(각 연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 중도탈락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2019
(증감, %)

2015~2019
(증감, %)

19세 이하

32,665

31,670

31,805

31,595

32,130

1.7

-1.6

20~24세

30,750

29,380

28,360

28,250

28,905

2.3

-6.0

25~44세

29,270

25,940

23,800

23,010

21,885

-4.9

-25.2

45세 이상

8,650

7,300

5,920

5,215

5,070

-2.8

-41.4

남성

68,630

63,925

61,255

62,095

62,145

0.1

-9.4

여성

32,710

30,365

28,640

26,015

25,880

-0.5

-20.9

전일제

77,550

71,245

67,640

68,585

70,100

2.2

-9.6

파트타임

23,790

23,045

22,255

19,520

17,930

-8.2

-24.6

1,930

2,145

1,450

2,150

1,580

-26.6

-18.2

91,375

83,490

80,635

78,295

78,745

0.6

-13.8

8,030

8,650

7,810

7,660

7,705

0.5

-4.1

55,125

51,130

48,460

48,890

50,870

4.1

-7.7

엔지니어링, ICT 및 과학 기술자

1,720

1,410

920

860

835

-2.8

-51.4

자동차 및 엔지니어링 기술 노동자

9,880

9,455

8,340

9,125

10,155

11.3

2.8

연령

성별

전일제/파트타임 구분

고용주 유형
정부
민간부문
집단 훈련제도
기술 (직종, ANZSCO†)

15,935

15,755

16,530

17,650

17,825

1.0

11.9

전기기술 및 통신업 노동자

7,960

7,405

7,610

7,845

8,895

13.3

11.7

식품업 노동자

8,280

7,165

6,590

5,535

5,165

-6.7

-37.6

숙련 축산 및 원예 노동자

2,525

2,220

2,105

2,090

2,145

2.6

-15.1

기타 기술자 및 노동자

8,830

7,720

6,370

5,780

5,845

1.1

-33.8

건설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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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18~2019
(증감, %)

2015~2019
(증감, %)

46,215

43,160

41,435

39,220

37,160

-5.3

-19.6

관리자

1,735

1,480

1,655

1,050

755

-28.1

-56.5

전문직

255

255

175

180

195

8.1

-22.4

14,565

14,500

13,625

12,270

12,210

-0.5

-16.2

사무 및 행정 노동자

9,960

8,785

7,440

7,235

7,585

4.9

-23.8

판매 노동자

8,010

7,460

7,160

5,615

4,520

-19.5

-43.6

기계 운전자 및 기사

5,420

5,265

5,955

7,305

6,680

-8.5

23.2

육체노동자

6,270

5,420

5,420

5,570

5,220

-6.3

-16.8

5,455

5,450

6,050

6,095

5,945

-2.5

9.0

Certificate III

80,240

76,345

74,380

73,720

74,715

1.3

-6.9

Certificate IV

12,210

9,840

6,950

5,995

5,225

-12.8

-57.2

3,435

2,655

2,510

2,295

2,145

-6.6

-37.6

기존 근로자

17,500

13,455

9,430

8,460

7,180

-15.1

-59.0

신규 개시 근로자

83,840

80,835

80,465

79,645

80,845

1.5

-3.6

2년 이하

89,870

84,735

81,305

79,770

79,385

-0.5

-11.7

2년 초과

11,470

9,555

8,590

8,340

8,645

3.7

-24.6

101,340

94,290

89,895

88,110

88,030

-0.1

-13.1

비기술 (직종, ANZSCO†)

공동체 및 개인 서비스 노동자

AQF 자격 등급
Certificate I 또는 II

디플로마/고급 디플로마

취소/탈퇴까지의 기간

전체

자료 : NCVER(2019), Apprentices and trainees 2019: September quarter – Australia, NCVER, Adelaide,
https://www.ncver.edu.au/research-and-statistics/publications/all-publications/apprenticesand-trainees-2019-september-quarter-australia
†ANZSCO =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표 3>의 도제훈련 이수 대한 NCVER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30일에 종료된 12개월
의 기간에는 2018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에 비해 기술 직종 부문의 이수가 0.9% 소폭 증
가한 38,415건을 기록하는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비기술 직종 부문 이수는 같은 기간 5.0%
증가한 50,895건을 기록했다. 전체적인 이수 건수는 3.2% 증가한 89,310건으로 나타났다.
기술 직종에서 2018~2019년 사이의 12개월의 기간에 이수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직종
은 ‘건설업 노동자’와 ‘기타 기술자 및 노동자’로 각각 6.5% 증가하여 11,555건, 4,160건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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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했다. 이수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기술 직종은 ‘숙련 축산 및 원예 노동자’(9.5% 감소한

1,630건)와 ‘엔지니어링, ICT 및 과학 기술자’(5.2% 감소한 1,385건)였다. 비기술 직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전문직'의 이수 증가율이 39.3%로 가장 크게 증가하여 345건을 기록했으며,
이수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비기술 직종은 ‘관리자’로 25.6% 감소한 1,180건을 나타냈다.

<표 3> 호주 도제훈련 인구통계: 2015~2019년(각 연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 이수
2018~ 2019
(증감, %)

2015~ 2019
(증감, %)

2015

2016

2017

2018

2019

19세 이하

24,235

22,800

23,205

19,805

20,415

3.1

-15.7

20~24세

41,075

37,825

37,100

34,045

35,070

3.0

-14.6

25~44세

43,250

32,170

28,690

25,785

26,715

3.6

-38.2

45세 이상

18,660

10,560

8,295

6,905

7,110

2.9

-61.9

남성

78,920

65,445

60,785

55,380

56,480

2.0

-28.4

여성

48,300

37,915

36,505

31,165

32,830

5.3

-32.0

전일제

96,265

76,775

71,030

64,790

67,585

4.3

-29.8

파트타임

30,955

26,580

26,260

21,750

21,725

-0.1

-29.8

8,000

6,190

4,935

4,685

5,140

9.7

-35.8

108,940

87,795

83,480

72,960

75,405

3.4

-30.8

10,235

9,365

8,875

8,900

8,760

-1.6

-14.4

52,945

46,055

42,345

38,085

38,415

0.9

-27.4

3,595

2,120

1,675

1,465

1,385

-5.2

-61.4

12,350

12,325

10,925

9,380

9,235

-1.5

-25.2

9,920

9,760

9,820

10,850

11,555

6.5

16.5

10,250

9,580

8,355

7,600

7,420

-2.3

-27.6

식품업 노동자

4,565

3,825

3,600

3,085

3,030

-1.9

-33.7

숙련 축산 및 원예 노동자

2,310

2,015

1,855

1,800

1,630

-9.5

-29.4

기타 기술자 및 노동자

9,955

6,435

6,120

3,905

4,160

6.5

-58.2

연령

성별

전일제/파트타임 구분

고용주 유형
정부
민간부문
집단 훈련제도
기술 (직종, ANZSCO†)
엔지니어링, ICT 및 과학 기술자
자동차 및 엔지니어링 기술 노동자
건설업 노동자
전기기술 및 통신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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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증감, %)

2015~ 2019
(증감, %)

2015

2016

2017

2018

2019

74,275

57,300

54,945

48,455

50,895

5.0

-31.5

관리자

3,550

1,955

1,915

1,590

1,180

-25.6

-66.7

전문직

365

350

395

250

345

39.3

-5.5

공동체 및 개인 서비스 노동자

21,345

19,060

18,070

15,885

17,200

8.3

-19.4

사무 및 행정 노동자

18,285

11,310

10,015

9,910

10,385

4.8

-43.2

판매 노동자

12,300

10,950

12,285

7,070

7,300

3.2

-40.7

기계 운전자 및 기사

8,870

6,910

6,290

7,860

7,785

-1.0

-12.2

육체노동자

9,555

6,770

5,975

5,895

6,695

13.6

-29.9

8,545

8,370

8,990

8,520

9,115

7.0

6.7

Certificate III

93,550

79,650

76,805

68,820

71,015

3.2

-24.1

Certificate IV

20,955

11,765

8,875

6,280

6,320

0.7

-69.8

4,170

3,565

2,620

2,925

2,855

-2.5

-31.6

기존 근로자

36,045

19,625

15,160

11,735

11,670

-0.5

-67.6

신규 개시 근로자

91,170

83,730

82,135

74,810

77,635

3.8

-14.8

비기술 (직종, ANZSCO†)

AQF 자격 등급
Certificate I 또는 II

디플로마/고급 디플로마

실제 훈련기간
2년 이하

89,540

69,465

66,325

56,330

58,250

3.4

-34.9

2년 초과

37,680

33,890

30,965

30,215

31,060

2.8

-17.6

127,220

103,355

97,290

86,545

89,310

3.2

-29.8

전체

자료 : NCVER(2019), Apprentices and trainees 2019: September quarter – Australia, NCVER, Adelaide,
https://www.ncver.edu.au/research-and-statistics/publications/all-publications/apprenticesand-trainees-2019-september-quarter-australia
†ANZSCO =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최근 동향 및 과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랬듯이 호주의 도제훈련은 기술변화와 정부 및 산업 부문에서
정하는 규제 요건의 변화,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호주 도제훈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학을 중점으로 하는 고등교육 개혁 정책이 의도치 않게 도제 인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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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 연방체제에서는 대학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책임
이 중앙정부에 있는 데 반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은 주로 주정부 및 준주정부에 있다.
이에 따라 두 부문은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최근의 국가 정책은 대학
을 통한 취업 경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문 간의 경계를 재구상하고 대학
및 직업 진로의 성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Loveder,

2017). 도제훈련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스킬 수요의 충족을 위해 더 많은 도제훈련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호주의 최근 동향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고등 도제훈련제도(higher apprenticeships): 특히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준학사학위
(associate degree) 수준의 훈련
도제훈련의 개념을 전문학사(diploma) 및 준학사학위와 같은 고등수준의 자격으로 확대하
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요구를 충족하고 미래의 숙련된 인력을 준비하기 위한 호주 모델의
논리적인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다(Couldrey & Loveder, 2017).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탄력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도제훈련제도가 반드시 필
요하다. 고등 도제훈련제도는 직장 내 훈련에 고급 수준의 훈련을 더함으로써 증가하는 고급
기술 산업부문의 스킬 수요에 대응할 잠재력을 갖는다(Loveder, 2017). 이를 위해 최근 호주
정부는 고급 도제훈련제도 전달 모델을 포함한 도제훈련의 여러 가지 대안적인 전달 모델을
시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14)

고용주의 도제훈련 실시를 장려하기 위한 고용주 대상의 인센티브 재편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는 호주 도제훈련제도 인센티브 프로그램(AAIP)은 2020년 7월

1일부터 고용주와 도제 및 훈련생을 위해 더욱 간소화되고 체계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호
주 도제훈련제도 인센티브(Incentives for Australian Apprenticeships: IAA)’로 대체된다. 이

14) https://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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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용주의 인센티브 이해와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의 개수가 기존 31개에
서 14개로 줄어든다. 새로운 지급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규 참여 인센티브와 이수 인센티브로
구성되며, 여기에 수급자격 조건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해당 도제훈련의 자격
수준과 기타 수급자격 조건에 따라 신규 참여의 기본 인센티브는 AUD$750~1,500, 이수의 기
본 인센티브는 AUD$750~2,500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15)

잠재적 도제 및 고용주의 훈련계약 체결 지원을 위한 제도
호주는 주요 도제훈련 지원 계획의 하나로 ‘호주 도제훈련제도 지원 네트워크(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Network, 이하 AASN)’를 도입했다.16)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서
비스 공급기관은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과 관련하여 생각을 정리 및 발전시키고 도제훈련제
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고용주가 도제훈련제도
를 시작하도록 돕고 이후의 인센티브 및 행정 관리를 지원하고 도제 채용 후 지원과 관련하
여 도움을 준다. 도제훈련을 시작하는 데 많은 고용주들에게 있어 가장 큰 저해요인은 제도적
절차, 서류 작업 및 도제 고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적 및 계약상 요건들을 이해하는 일이
다. AASN 공급기관들은 잠재적 고용주가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으며 고용주가 도제
를 고용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Misko and Wibrow(2020)에 따르면, 훈련기관 역시 도제의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
제훈련에 있어 다양한 혁신적 관행과 변화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 중 일부는 도제
가 기존에 받고 있는 훈련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사례 관리자(case managers)가 한 집단의
기업들과 그 기업들에 속한 도제들을 보살피게 하거나, 자기주도 학습(self-paced learning)
과 확장된 교실수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 이용 시간
을 1일 24시간으로 연장하여 도제가 집에서 예습하게 하거나 대학에서 총괄시험을 치를 수

15)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
au/sites/default/files/2019-07/AA%20website%20fact%20sheet%20-%20streamlined%20
incentives.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https://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about-aa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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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고용주의 요구와 업무 수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직장
내/직장 외 훈련 및 평가 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필요한 유연성과 등록의 적시성(just-intime)이 촉진되도록 도제훈련 프로그램의 시작일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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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2020년 2월 말, 연방 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공
동사용자(joint-employer)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였다. 프랜차이즈 등의 다양한 계약관
계가 얽혀 있는 경우, 본사가 하도급 업체 소유주 또는 가맹점주와 사용자의 지위를 공유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그동안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임
금 미지급이나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전통적인 관점을 깨고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본
사가 노동법 위반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법과 관련
한 일종의 고등법원 역할을 하는 연방 노사관계위원회 중 3인의 위원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인원으로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의 입장도 다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2020년 2월 연방
노사관계위원회는 공동사용자의 지위를 한정적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방식
이 2020년 4월 27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1) 이에 이 글은 위의 상세한 조건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1)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2020.2.25), “NLRB Issues Joint-Employer Final Rule,” Retrived
on March 18th, 2020. https://www.nlrb.gov/news-outreach/news-story/nlrb-issues-jointemployer-final-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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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의 공동사용자(joint-employer) 지위에 대한 결정
앞서 소개하였던 것처럼, 지난 2월 트럼프 정부의 연방 노사관계위원회(NLRB)는 프랜
차이즈의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2) 이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들이 공
동사용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의 핵심조건(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에 대한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substantial direct
and immediate control)”를 행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3) 기존의 결정들은 위와 같은 용어
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를 정의하지 않고 소송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
는 개별 판결(adjudication) 방식으로 법적 소송의 여지를 더 크게 남겨 놓았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상세히 정의하는 명령 설정(rulemaking) 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이번 전미 노동관계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는 고용관계의 핵심조건(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을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고용, 해고, 징계, 감독, 명령
(wages, benefits, hours of work, hiring, discharge, discipline, supervision, and direction)
으로 명시하였다. 이때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조건들이 예시적(illustrative)인 방식에 근거
하여 다른 고용 조항 및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며, 한정적(exhaustive)인 방
식으로 앞서 열거된 항목에 한해서만 명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위에 열거
된 항목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고용 조항 및 조건들이 있을 경우, 이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probative evidence)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소송을 시작하고 부차적인(supplemental) 근거로만 인정될 뿐, 실질
적인 판결 내용에는 핵심적인 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direct and immediate control)는 각 필수 고용 조건
별로 규정을 나누어 놓았으며, 이 글의 소개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를 것이다.
① 임금(wages): 어떤 사용사업주(entity)가 고용사업주의 개별 직원 또는 해당 직장 내
2) 85 NLRB No. 38 (2020)
3) 85 NLRB No. 38, 1123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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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종 전체에 지급되는 급여 수준 또는 기타 임금을 실제로 결정하는 경우 임금을 직
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한다고 정의하였다. 다만 해당 사용사업주가 비용 상환 계약
(cost-plus contract)을 다른 사용사업주와 맺은 경우, 최대 상환 가능 임금 비율의 유무
가 포함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이는 임금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로 볼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 법적 논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였다.
② 복리후생(benefits): 사용사업주들은 고용사업주의 종업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복리
후생을 실제로 결정하는 경우 급여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한다고 인정된다. 여
기에는 고용사업주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건강보험 및 연금 프로그
램 등)과 그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만약 장기 계약하에 고용사업
주가 급여 수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급여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인 통제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③ 노동시간(hours of work): 이번에 내려진 최종 결정에 따르면, 실무 일정이나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고용사업주의 직원의 근무시간을 실제로 결정하는 경우 실무 시간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한다고 정의된다. 이때 프랜차이즈 등 사용사업주들이 가맹
점 등 고용사업주들의 영업 시간을 설정하거나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느 시간에
필요한지를 명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근무시간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
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고용(hiring): 사용사업주가 고용사업주와 함께 어떤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직원은 고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고용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한다고 규
정된다. 이때 프랜차이즈 등 사용사업주들이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사업주
에게 직원 수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 강제되는 최소 고용 기준을 설정한
다고 해서 고용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해고(discharge): 사용사업주가 고용사업주의 종업원을 실제로 해고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는 해고 결정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정의된다. 사
용사업주가 만약 고용사업주 직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고용사업주의
직원이 위법 행위나 부족한 업무 성과 등으로 계속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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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 해고 결정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를 행사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징계(discipline): 사용사업주가 고용사업주의 직원을 정직 또는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
우 해당 사용사업주는 징계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한다고 정의된다. 위의 해고
결정과 마찬가지로, 사용사업주가 고용사업주 직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거
나 계약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 결정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라고 볼 수 없다.
⑦ 감독(supervision): 사용사업주는 고용사업주의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방법을 실제로 지
시하거나 실제로 직원 성과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에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시 사항이 제한적이고 일
상적(limited and routine)일 때는 감독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된다.
⑧ 명령(direction): 사용사업주는 특정 직원에게 개별 작업 일정, 직책 및 작업을 할당하여
지시를 내린 경우에만 해당 직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명령권을 가진다고 정의된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프로젝트 완료 일정을 설정하거나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작업을 설명
한다고 해서, 해당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명령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고용관계의 핵심조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는 실질적인 수준(substantial)
인 것으로만 한정되었다. 이는 사용사업주들이 고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에
게 정규적이지 않거나 미미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
용관계의 핵심조건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indirect control),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권리들(contractually reserved but unexercised right to
control)은 앞서 소개된 고용관계의 핵심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
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실제 소송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는 단지 부차적인 요소로만 작용하게 된다. 또한 어떠한 사용사업주가 공동사
용자라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할 책임(burden of proof)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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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영향
이번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
고 노동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
는 이전에 비하여 보다 발전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최종 결정 이전까지만 하더라
도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한 방식의 규정 설정보다는 개별 상황에 근거하여 공
동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이는 보수적인 성향이 높은 트럼프 정부
의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공동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바마 정부
시기 이전의 결정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연방 노사관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동사용자 지위 인정에 대해 보다 분명한 규정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경우 노동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
에, 오바마 정부 시기보다 더 보수적인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고 조항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한 직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
을 전달하였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소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랜차
이즈 본사가 원하지 않는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어 결국에는 실질적인 해고로 이어지
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떠한 사용사업주가 공동사용자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당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송 현실을 고
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프랜차이즈 사용사업주들이 실
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용 조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번 연방 노사관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용자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었다
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권익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프랜차
이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피
케팅(picketing) 형식으로 합법적인 시위를 하는 것, 더 나아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동사용자 지위 인정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보다 구체
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협상 기제, 차별에 근거한 불이익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 등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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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최종 결정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앞으로 노동계
에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공동사용자(joint-employer)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해 연방
노사관계위원회(NLRB)가 내린 최근의 결정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프랜차이
즈 업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프랜차이
즈가 노동시장 및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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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실업 현황과 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불러온 충격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물론 세계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5월 30일 현재 전 세계 216개 국
가로 확산되어 570만 4,7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5만 7,736명이 사망했다.1) 중국에서
만 8만 4,5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4,645명이 사망했다.2) 근래 들어 한국뿐만 아니라 중
국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은 확연히 둔화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
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영향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2019년에 중국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제시한 바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6.8%로 역
행했다.3) 이는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펴낸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1)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5.29), “Coronavirus disease(COVID-19) outbreak situation”,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최종검색일: 2020.5.30)
2)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5.29), “Coronavirus disease(COVID-19) situation reports”,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529-covid-19sitrep-130.pdf?sfvrsn=bf7e7f0c_4(최종검색일: 2020.5.30)
3) 經濟網 ( 2020 . 4 . 17 ) ，
「 - 6 . 8 % ！ 中國 GDP 首次單季負增長 網友評論炸了 」，http://www.ceweekly.
cn/2020/0417/294154.shtml(최종검색일: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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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4) 이번 코로나19가 중국에 가져올 사회·경제적 충격은
2002~2003년 사스(Sars)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적인 전망과 거대한 수치에 가려진 수많은 개인들의 삶은
더욱 암울할 것이다. 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징후는 바로 대규모 실업이다. 이 글
에서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회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국의 고용·실업문제와 정부의
각종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과 실제 현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은 6.0%로 3월

5.9%보다 0.1%p 상승했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2월의 5.2%
보다 0.8%p 상승했다.5) 중국의 전체 도시지역 노동자 수를 약 4억 4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
면6) 현재 중국의 공식 실업률 6.0%에 근거한 실업자 수는 약 2천7백만 명 정도로 볼 수 있
다.7) 이 실업자 수는 절대적으로는 많기는 하지만 실업률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의 2020년 3월 평균 실업률은 전월
의 5.20%보다 0.36%p 상승한 5.56%를 기록했다. 이 중 한국의 경우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
해 3월 실업률이 3.8%였지만, 그 외 스페인(14.5%), 프랑스(8.4%), 이탈리아(8.4%), 캐나다
(7.8%) 등은 모두 중국보다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8) 상대적으로 중국의 실업률이 이보다
4) 收稻平台(2020.4.23)，
「 IMF預測今年中國GDP增速1.2%，對標日本，未來轉崗會成新常態?」，https://
baijiahao.baidu.com/s?id=1664723967694679904&wfr=spider&for=pc(최종검색일: 2020.5.29)
5) 國家統計局(2020.5.15)，
「 國家統計局新聞發言人就2020年4月份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問」，http://
www.stats.gov.cn/tjsj/sjjd/202005/t20200515_1745719.html(최종검색일: 2020.5.29)
6) 第一財經(2020.5.5)，
「 專訪曾湘泉：疫情涉及大量就業人口，保就業需先穩住就業存量」，https://www.
yicai.com/news/100617859.html(최종검색일: 2020.5.29)
7) 중국의 다른 한 매체에서는 현재 중국의 실업인구를 약 4,5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九個頭條
( 2020 . 5 . 18 ) ，
「 當前失業人口有多少 ? 似乎好多人沒上班 ，一個季度增加幾百萬人 」，https://baijiahao.
baidu.com/s?id=1667023437880994713&wfr=spider&for=pc(최종검색일: 2020.5.29)
8)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 Monthly Unemployment Rates,” https://stats.oecd.
org/index.aspx?queryid=36324(최종검색일: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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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므로 고용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실
업률이 실제 실업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데 반해 실업률은 그러한 지표들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중타이증권(中泰证券)의 한 연구는 정부의 공식
실업률에 반박하는 실업률 추정치를 제시했다.9) 현재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약 20.5% 정도
이고 약 7천만 명 이상이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3차 산
업과 자영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는데, 자영업 중 30%가 코로나19로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약 4천5백만 명의 신규 실업자
가 발생했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법인 기업 노동자 중에서도 15%에 해당하는 1천4백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되었다.

■ 코로나19, 1억 명 이상의 고용에 영향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실업 현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국내총생산(GDP) 지수를 포함
한 각종 경제지표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조사실업률은 단지 전년
동기대비 0.7%p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국의 실업률 발표 이후 이 수치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郭晋晖의 분석을 보면10) 이러한 수치의 현실 불일치성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업률 조사 및 통계 제도 자체의 결함과 중국의 특수한 상황이 결
합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의 조사실업률 제도는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기준
에 의거해 개발도상국의 실업률을 조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측정되는 결과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정 정도 보완하고자 중국에서는 실업자를 정의할 때
구직기간을 OECD 기준인 4주가 아니라 12주로 하고 있다.11)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코
9) 新浪財經 ( 2020 . 4 . 26 ) ，
「 中國實際失業率有多高 ? 」，https://finance.sina.com.cn/stock/relnews/
us/2020-04-26/doc-iircuyvh9843233.shtml(최종검색일: 2020.5.29)
10) 이하 내용은 第一財經(2020.5.5)，
「 專訪曾湘泉：疫情涉及大量就業人口，保就業需先穩住就業存量」，
https://www.yicai.com/news/100617859.html(최종검색일: 2020.5.29) 참조.
11)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8 . 4 . 18 ) ，
「 調查失業率統計方法科學規範 」，http://www.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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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로 발생한 문제는 실업만이 아니라 고용과 실업의 경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고용조
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임금과 복지, 근로시간 등이 모두 감소했는데 이는 실업률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이 더 악화된다면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
황은 중국의 특수한 상황과 결합해 더 복잡한 상황을 조성했다. 국가통계국의 4월 20일 발표
에 의하면 도시 지역 조사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약 1%p 정도 상승했고, 도시 지역 취업인
구가 지난 1월 대비 6% 감소했으며, 코로나19 등 각종 영향으로 작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
는 노동자도 18.3%에 이른다.12) 2019년 말 중국의 도시 지역 노동자는 총 4억 4천만 명 정
도로 추산되므로 이 중 6%는 2,640만 명 정도이다.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현재 취업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거나 취업 의사가 있더라도 실질적으
로 구직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실업 상태이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농민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작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18.3%의 노동
자 약 7,568만 명도 공식적으로는 ‘휴가 중’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로시간, 사회보험 등 고용조건이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들도 대부분 농민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실업인
구로, 조사실업률 통계에 근거해 전년동기대비 약 1%p 상승했으므로 40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집단으로 도시 지역 노동자 중 감소된 부분인

6%(2,640만 명)에 해당한다. 셋째는 고용은 유지되고 있지만 임금을 못 받거나 고용조건이
악화된 7,568만 명(18.3%)의 작업 미복귀 인원이다. 이 세 집단을 모두 합치면 총 1억 608
만 명으로, 코로나19가 약 1억 명 이상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실업률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실업자로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경계에 있는 집단이
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중국의 조사 실업률 통계는 국제기준을 따르
xinwen/2018-04/18/content_5283601.htm(최종검색일: 2020.6.2)
12) 國家統計局(2020.4.20)，
「 付凌暉：對一季度部分指標變化的幾點看法」，http://www.stats.gov.cn/tjsj/
sjjd/202004/t20200420_1739722.html(최종검색일: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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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이 두
번째 및 세 번째 집단의 대부분을 농민공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을 특별
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실업의 충격을 일정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실업보험 제도와 관련한 고질적인 문
제점들도 있다.13) 첫째, ‘실업급여수급률(전체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수)’이 너무
낮다. 예를 들어, 2018년 조사실업률은 4.9%로 전체 실업자 수는 2,130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223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둘째, ‘보험가입
수급률(실업보험 가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4년
실업보험 가입자는 1억 5백만 명이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420만 명으로 ‘보험가입수급률’이

4.0%였지만, 2018년 보험 가입자는 2억 명으로 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223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 ‘보험가입수급률’이 1.1%로 떨어졌다. 셋째, 실업보험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
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많아지는 데 반해 수급자는 점점 줄어들면서 실업보험기금이 2004
년 400억 위안에서 2018년 5,800억 위안으로 15배가량 늘어났다. 이 외에도 실업보험 가입
률 자체가 너무 낮다는 문제도 있다. 王震(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시 노동자 실업보
험 가입률은 45.24%(가입자 1억 9,643만 5천 명)에 그쳤고, 2017년 기준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의 실업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민공의 21.73%(가입자 6,225만 명)에 불과했다.14)

■ 정부의 고용·실업대책
국무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2020년 3월 20일 발표했다.15) 그 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정정책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13) 新京報網(2020.5.20)，
「 鄭秉文委員：應放寬失業農民工領取失業保險金的限制」，http://www.bjnews.
com.cn/finance/2020/05/20/729248.html(최종검색일: 2020.5.29)
14) 王震(2020)「
， 新冠肺炎疫情衝擊下的就業保護與社會保障」『
， 經濟縱橫』2020年03期.
15)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0.3.20)，
「 國務院辦公廳關於應對新冠肺炎疫情影響強化穩就業舉措的
實施意見」，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3/20/content_5493574.htm(최종검색일: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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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먼저 기업이 조업을 재개하도록 촉진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시행을 앞당기고, 조업
재개 후 기업이 일상적인 방역 물자를 원활하게 수급하고 방역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감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중소기업에는 기업과 직원이 전년도에 납입한 실업보
험료를 최고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베이성(湖北省)의 경우 모든 기업을 대
상으로 이를 실시한다. 경영상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감원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에는 고용안
정 보조금 지급을 확대 적용하고, 2020년 6월 말 이전에는 건설 사업에서 농민공 임금 보증
금 예치를 잠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 농민공 임금 지급이 양호했던 기업에는 예
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농민공과 대학 졸업생 등 핵심 취업집단을 고용한 기업에는 일
정액의 세수 감면, 담보 대출, 이자 할인, 취업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혹은 단계적 감면 정책을 서둘러 실시하고, 감면기간 동안 취업난을 겪
는 인원을 고용한 기업에는 사회보험 보조금 제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산업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주요 산업의 고용 목표를 명확히 한다. 고용효과가 크고 농촌
노동력과 대졸자 고용에 유리한 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
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창업 담보대출
및 이자 할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기업의 진입 조건을 완화하고 관리 서
비스 수수료를 줄이며,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와 함께 보수, 근로시간, 노동 보호 등에 대해 협
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제도화 및 정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사
람이나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째, 농민공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농민공들
이 순조롭게 도시에 있는 작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취
업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농민공의 취업을 돕는 인력자원 서비스업
체에는 취업서비스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민공에게는 현지 취업을 지원한다. 빈곤층 노동력
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빈곤층 노동력을 대규모로 고용한 기업에는 일회성 장려금을 지원
하도록 한다. 셋째, 대학 졸업생을 위한 취업 채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신규 대졸자를 고
용해 1년 이상 노동계약을 맺으면 일회성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유기업은 2021
년까지 2년 동안 대졸자 채용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고 계약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인턴 경력을 취업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못하게 한다. 공공서비스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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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2021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 기관의 공석은 대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다. 2020년 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확대하고 대졸자의 군 입대를 장려한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취업준비생의 경우 2년 동안은 신규 졸업자의 신분으로 취업 시장에 진
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한다.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해 실업급여 청구 채널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완화하며 2020년 4월까지 실업보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업보험 지원이 끝난 실업자나 실업보험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
는 보험가입 실업자에게는 6개월 동안 실업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실업보조금은 해당
지역 실업급여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방역, 환경미화 등과
같은 임시 공공근로를 확대해 제공하도록 하고, 근로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작업 보조금과 사
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조금 지급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베이 등
전염병 상황이 특히 심각한 지역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다섯째, 직업훈련과 고용서비
스를 개선한다. 실업자나 농민공 및 대졸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
록 한다. 고용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했고, 그 결과 4월부터 온라인 실업자 등록을 시작하고 이
와 동시에 온라인 고용서비스와 보조금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 미숙련 노
동자에게는 전화나 문자 서비스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직원들과 협의해 임금을 조정하거나 교대근무, 휴가 조정,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화하도록 장려한다. 여섯째, 고용 관련 책임성을 강화한다. 고용 사업 감독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력 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성(省)급 조사실업률 월별 통계 발표 시
스템을 구축하며 고용 직무조사를 시행해 실업문제에 대응한다.
이 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여름 중국의 대학 졸
업생은 사상 최고인 874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대학 졸업생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다.16) 그 내용
으로는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지역 교육부서에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기관의 교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확대하도록
16)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20.3.5)，
「 教育部關於應對新冠肺炎疫情做好2020屆全國普通高等學校畢業生
就業創業工作的通知」，http://www.moe.gov.cn/srcsite/A15/s3265/202003/t20200306_428194.
html(최종검색일: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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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등이 있었다. 특히 후베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나 후베이 지역 출신 대학 졸업생들17)
에게 일회성 구직 및 창업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후베이성의 모든 공공서비스기
관은 후베이 지역 대학교나 후베이 출신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했고,
농촌 의무교육 기관의 교원 특별채용 계획을 후베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 정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후 교육부는 또 한 차례 △ 의무교육기관 교원 채용 확대, 국유기업 및 중
소기업의 대졸자 고용 확대, 기층 의료 및 지역서비스 영역에서 대졸자 고용 확대 등과 같은
취업 기회 확대 △ 구직 서비스 개선, 특히 온라인 구직 채널 확대 △ 각 대학 취업 교육 강화
△ 후베이 지역 대학생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18)
중앙 및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대형 국유 중앙기업들도 고용·실업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中國石化, Sinopec), 국가에너지그룹(國家能
源集團) 등과 같은 중앙기업19)(핵심 국유기업)은 봄 대학 캠퍼스 특별채용 행사를 개최해 대

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상황하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공
취업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신규 건설사업을 통해 농민공 노동력
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20)

■ 후베이(湖北) 지역의 고용·실업대책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財政部) 및 민정부(民政部)는 공동으로 후베이 지역 내 및

17) 2020년 후베이 지역 내 대학 졸업생은 약 44만 9천 명 정도이고 후베이 출신의 외지 대학 졸업생은
약 6만 4천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18)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0.5.13)，
「 高校考試招生就業如何有序開展——教育部高校學生司負責
人回應社會關切」，http://www.gov.cn/zhengce/2020-05/13/content_5511140.htm(최종검색일:
2020.5.29)
19) ‘중앙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중앙정부 소속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서 관리 감독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0.5.3)，
「 國資央企專項行動聚焦重點群體穩就業」，http://www.gov.
cn/xinwen/2020-05/03/content_5508480.htm(최종검색일: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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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출신 노동자들의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21) 후베이 출신 노동자의 고용을 장려하
기 위해 후베이 출신 노동자와 1년 이상 노동계약의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업에는
일회성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후베이 출신 창업자나 자영업자가 사업체를
등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후베이 출신 창업자에게 정부가 주관하는 장소를 일정기간 무료로 지원하거
나 플랫폼 기반 기업이 후베이 지역 노동자나 후베이 출신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초
기 현금 지원, 기술훈련 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도록 했다. 후베이 지역에 있거나 후베이 출
신인 실업자 중 일정 정도는 공익 사업에 채용하도록 했다. 후베이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채
용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 시 후베이 출신 노동자의 채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채
용 기준을 특별히 높일 수 없게 했고, 이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했을 때에는 행정력을 발동해
신속히 개정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명령 거부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실업 상태인데다가 법정 퇴직 연령
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생활보조금의 의미로 기존 실업급여를 퇴직 시까지 연
장하여 지급하도록 했고, 중앙정부는 2020년 후베이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조
금 규모를 확대했다.

■ 맺음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예외 없이 중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 여파는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2억 9천만 명 규모의 농민공22)이나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더 심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소폭의 실업률 상승과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실업의 경계 혹은 실질적 실업 상태에 있는
21)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 2020 . 4 . 26 ) ，
「 人力資源社會保障部辦公廳 財政部辦公廳 民政部
辦公廳關於加大湖北地區個湖北籍勞動者就業支持力度的通知 」，http://www.gov.cn/zhengce/

zhengceku/2020-05/06/content_5509141.htm(최종검색일: 2020.5.29)
22) 國家統計局(2020.4.30)，
「 2019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4/
t20200430_1742724.html(최종검색일: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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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과 빈곤층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가올 여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 졸업
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중국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도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실
업은 ‘사회적 사형 선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
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만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고정관념이 이와 결합한다면 부정확한 정보는 쉽게 ‘사실’
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유독 자주 중국과 관련해서 발생한다는 점은 다방면으
로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업률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몇몇 개방적인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요구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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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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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국은 관련 사망자 수가 유럽 국가 중 가장 많고,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
리(Prime Minister)는 주요국 정상 중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
기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 내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현황과, 이에 대응한 영국 정부의 정책들
을 살펴본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그에 대한 대응이 영국 경제 및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정리해 본다.

■ 영국 내 코로나 확산 추이 및 현황1)
영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2020년 1월 31일이나, 확진자 수가
1)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관련 사망자 수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Number of coronavirus
(COVID-19) cases and risk in the UK”(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information-for-the-public)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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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선 3월부터이다.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자료에 따르면, 일별 확진자 수는

3월 31일 4천 명을 넘어섰고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0일에는 하루 만에 6,201명이 추가되었
다. 이후 일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5월 30일 기준 1,936명으로
여전히 높으며, 누적 확진자 수도 274,762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세는 영국
지도부도 비켜가지 않았는데, 3월 25일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찰스(Charles) 왕세자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또한 3월 27일에는 존슨 총리와 매트
핸콕(Matt Hancock)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이 코
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확진 후 증상이 완화되지 않
아 병원에 입원한 존슨 총리가 한때 집중 치료까지 받으면서, 영국 정부는 존슨 총리 사망 시
에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세우는 등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3월부터 크게 늘었는데, 일별 사망자 수가 3월 23일 이후 세
자릿수를 유지했고 4월 20일에는 1,1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5월부터는 일별 사망
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높아서 5월 30일 기준 누적 사망자 수가

[그림 1] 영국 내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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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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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9명에 달하는데,2)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미
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명률도 14%
에 이른다.

■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안일한 초기 대응
존슨 총리와 그의 정부는 3월 중순까지도 적극적인 확산 방지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그들은 대규모 모임 금지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5%도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
고 대신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 이미 봉쇄조치에 나선 이탈리아 등에 비해 소극적
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영국 최고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er) 패트릭 발란
스(Patrick Vallance)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그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
해야 한다고 정부를 옹호하였다. 특히 그는 장기적으로 집단면역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갖기 위
해서는 인구의 60%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4천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을 의미하는 그의 발언에 대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4)

2) 보건복지부가 영국 전역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망자 수를 매일 발표하는 반면,
영국 통계청(ONS)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내의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와 의심 사망자(진단검사를 받지
는 않았으나 사망증명서상 사인이 코로나19인 경우)를 합산한 수치를 매주 발표한다. ONS의 자료에 따
르면 5월 15일 기준 잉글랜드 및 웨일즈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2,173명인데, 로이터는 이 수치를 바
탕으로 영국 전역의 사망자 수가 47,343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날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상 사망자 수(34,466)보다 1만 3천여 명 많은 수치이다(Reuters(2020.5.26), “UK COVID-19 death
toll tops 47,000 as pressure heaps on PM Johnson,”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britain-casualties/uk-covid-19-death-toll-tops-47000-as-pressure-heaps-onpm-johnson-idUSKBN23211E).
3) The Guardian(2020.3.13), “UK government’s coronavirus advice and why it gave it”, https://www.
theguardian.com/world/2020/mar/12/uk-governments-coronavirus-advice-and-why-it-gave-it
4) Financial Times(2020.3.13), “UK’s chief scientific adviser defends ‘herd immunity’ strategy for
coronavirus”, https://www.ft.com/content/38a81588-6508-11ea-b3f3-fe4680ea6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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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봉쇄정책
그러나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
세짐에 따라, 존슨 총리는 3월 16일 처음으로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하
고 정책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다.5) 이후 3월 20일에는 식당, 주점, 카페, 극장, 헬스장 및 기
타 여가시설에 휴업령을 내렸고6), 3월 23일에는 전국적으로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
료품 구입 및 1일 1회 운동 등 필수적인 목적 외의 모든 외출을 금지하는 3주간의 봉쇄정책
(lockdown)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7) 또한 4월 16일 영국 정부는 봉쇄정책을 최소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8)

봉쇄정책 완화 계획
5월 들어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5월
10일 존슨 총리는 봉쇄정책의 조건부 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재택근무가 어려운 건설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장려하기 시작했다.9) 이후에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수용 능력 안에 머무는 등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는 개인 정원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6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한 각종 운동과 공원에서의 일광욕 등에도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또한 같은 날부터 어린이
5) BBC(2020.3.16), “Coronavirus: Prime Minister advises against mass gathering”, https://www.bbc.
com/sport/51918401
6) BBC(2020.3.20), “UK PM Boris Johnson announces closure of pub, bars and restaurants”, https://
www.bbc.com/news/av/uk-51980664/uk-pm-boris-johnson-announces-closure-of-pubbars-and-restaurants

7) Independent(2020.3.23), “Coronavirus: UK bans gatherings of more than two people, Boris
Johnson announces”,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coronavirus-ukgatherings-boris-johnson-address-today-stay-home-police-latest-a9420096.html
8) BBC(2020.4.16), “Coronavirus: UK lockdown extended for ‘at least; three weeks”, https://www.
bbc.com/news/uk-52313715
9) BBC(2020.5.10), “Boris Johnson speech: PM unveils ‘conditional plan’ to reopen society”, https://
www.bbc.com/news/uk-5260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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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개학할 계획이며, 비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상점들도 점진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점 및 식당 등은 보다 늦은 7월 4
일부터 영업 재개가 허용될 예정이다.10) 한편 봉쇄정책을 완화하기에는 아직 코로나19의 확
산세가 너무 빠르다는 과학계 등의 우려도 있다.11)

■ 영국 정부의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주요 대책
노동자 지원 대책
영국 정부는 3월 20일 주점, 극장 등에 대한 휴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대량실직 가능
성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유지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이하 고용유지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12) 이에 따라 영국 내 모든 기업은 3월 19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 휴직 노동자(furloughed worker)’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영국 정부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80%(최대 월 2,500파운드, 한화 약 380만 원)와 고
용주가 납부해야 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료 및 연금 부담분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5월 29일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유지계획을 통해 임금 등을 지원받은 고용주 수 및
해당 일자리 수는 각각 1백만 명 및 840만 개에 달한다.
한편 3월 1일 임금부터 소급 적용된 고용유지계획은 당초 5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으
나, 이 기한은 두 차례에 걸쳐 10월 말로 연장되었다. 다만, 7월부터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
며, 8월부터는 국민 보험료 및 연금 부담분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는 여전히
10) Independent(2020.5.28), “What are the latest UK lockdown rules and guidelines on work, pubs,
schools and exercise?”,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what-are-latest-lockdownrules-uk-boris-johnson-say-today-social-distancing-garden-pubs-a9537901.html
11) The Guardian(2020.5.29), “Covid-19 spreading too fast to lift lockdown in England – Sage
adviser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29/covid-19-spreading-too-fastto-lift-uk-lockdown-sage-adviser
12) UK Gov news story(2020.3.20), “Chancellor announces workers’ support package”, https://
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workers-support-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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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80%를 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9월부터는 임금의 70%(최대 월

2,187.5파운드, 한화 약 330만 원), 10월부터는 임금의 60%(최대 월 1,875파운드, 한화 약
280만 원)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13)

자영업자 지원 대책
고용유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14) 프란시스 오그레이디(Frances
O’Grady) 영국노총(TUC) 사무총장 등은 5백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
는 점을 지적했다.15) 이에 3월 26일 영국 정부는 연소득 5만 파운드(한화 약 7,500만 원) 이
하16) 자영업자들에게 3개월분 소득의 80%를 최대 7,500파운드(한화 약 1,140만 원)까지 지
급하는 ‘자영업자 지원계획(Self-Employment Support Scheme)’을 도입했다.17) 5월 29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230여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총 68억 파
운드(한화 약 10조 2천억 원)의 소득을 지원했다. 또한 같은 날 자영업자 지원계획이 한 차례
연장됨에 따라 해당 자영업자들은 추가로 3개월분 소득의 70%를 최대 6,570파운드(한화 약

99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18)
13) UK Gov news story(2020.5.28), “Chancellor extends Self-Employment Support Scheme and
confirms furlough next steps”,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extends-selfemployment-support-scheme-and-confirms-furlough-next-steps
14) 캐롤린 페어번(Carolyn Fairbairn) 영국 산업연맹(CBI)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영국의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
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도 실직위기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BBC(2020.3.20), “Coronavirus: Government to pay up to 80% of workers’ wages”,
https://www.bbc.co.uk/news/business-51982005).
15) BBC(2020.3.21), “Coronavirus: Self-employed need financial help, unions warn”, https://www.
bbc.co.uk/news/uk-51984275
16) 2018/19년도 소득, 혹은 2016~2019년 중 소득의 평균치 기준이다.
17) UK Gov news story(2020.3.26), “Chancellor gives support to million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gives-support-to-millions-ofself-employed-individuals
18) UK Gov news story(2020.5.28), “Chancellor extends Self-Employment Support Scheme and
confirms furlough next steps”,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extends-selfemployment-support-scheme-and-confirms-furlough-next-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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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적으로 7월 말에 신고납세(self assessment)하는 자영업자 소득세도 그 납부 기
한이 2021년 1월 말로 연장되었다. 19)

기업 지원 대책20)
영국 정부는 휴업령 등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
다. 우선 사업세(business rate)를 납부 중인 소매, 호텔·식당 및 여가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
는 2020/21년도 사업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21), 이들 중 사업세 과세표준가액(rateable
value)이 5만 1천 파운드(한화 약 7,6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2만 5천 파운드(한화 약

3,800만 원)까지 보조금(Retail, Hospitality and Leisure Grant Fund)을 지원한다. 또한 사
업세를 납부하지 않는 모든 소기업에는 1만파운드(한화 약 1,500만 원)의 보조금(Small
Business Grant Fund)을 지급하며, 여타 보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50
인 이하인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최대 2만 5천 파운드(한화 약

3,800만 원) 규모의 보조금(Discretionary Grant Fund)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유동성 지원 대책도 도입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
매출 4천5백만 파운드(한화 약 675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5백만 파운드(한화 약 75억
원)까지 대출(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12개월간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액의 80%를 보증한다. 또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유
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5년간 제3자로부터 25만 파운드(한화 약 3억 7,500만 원) 이상의 자
본투자를 받은 비상장 기업에도 전환사채 매입(convertible loan)을 통해 최대 5백만 파운드
(한화 약 75억 원)까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Future Fund)도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
나19로 인해 소규모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매출의 25%, 최대 한도 5만 파운드(한화 약
19) UK Gov collection,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es during coronavirus(COVID-19)”, https://www.
gov.uk/government/collections/financial-support-for-businesses-during-coronavirus-covid-19
20) 위의 웹사이트 참고. 이하에 서술된 기업 지원 대책 중 사업세 면제 및 각종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은
잉글랜드 내 기업에만 해당하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다르거나 유사한 지원 정책이 없다.
21) 어린이집도 사업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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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 원) 내에서 대출(Bounce Back Loan Scheme)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대출액을 전액 보증하고 12개월간 모든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며, 12개월 후에는 연 2.5%
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란은행이 단기적으
로 자금 부족을 겪는 대기업의 단기 부채를 매입하는 제도(COVID-19 Corporate Financing
Facility)를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기업의 경우에
는 최대 2억 파운드(한화 약 3천억 원)까지 대출(Coronavirus Large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대출액의 80%를 보증한다.
한편 2020년 3월 20일~6월 30일 중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VAT)의 납부 기한도 2021
년 3월로 연장되었다.

■ 코로나19 및 그에 대한 대응이 영국 경제와 재정에 미칠 영향22)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영국이 3개월간의 봉쇄정책 후 서
서히 정상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 언급된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들의 효과를 일부 감안
하더라도 영국의 2020년 2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35% 하락하고, 실업자도 2백만 명 이상
늘어나 실업률이 1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교육, 음식숙박업, 건설업 부문의 생
산이 크게 부진하여 전분기대비 각각 90%, 85% 및 7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GDP가 전년대비 12.8% 감소하고 실업률은 8.5%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
다. 다만, 3분기에는 GDP가 전분기대비 27% 상승하고 실업률도 7.3%까지 낮아지는 등 경
제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았다.23)
또한 예산책임처에 따르면 2020/21년 공공부문의 순차입(net borrowing) 전망치가 코로
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2,180억 파운드(한화 약 327조 원) 증가한 2,730억 파운드(한화 약

409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영국 GDP의 14% 수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 이 중
22) 영국 예산책임처(2020.5.14), “Coronavirus analysis”, https://obr.uk/coronavirus-analysis/
23) 이는 코로나19가 봉쇄정책 해제 이후에는 영국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데 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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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24)은 최소 1,232억 파운
드(한화 약 185조 원)에 달하고, 특히 고용유지계획에 필요한 비용이 500억 파운드(한화 약

75조 5천억 원)로 가장 컸다. 이는 근로자들 중 30% 정도가 강제 휴직처리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3~7월 중 필요한 비용만을 추정한 것이다.25)

26)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계획에는 105억

파운드(한화 약 15조 7,500억 원)가 필요하고, 기업 지원 정책 중에는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세 면제에 필요한 비용이 각각 150억 파운드(한화 약 22조 5천억 원) 및 130억 파운
드(한화 약 19조 5천억 원)에 달했다.

■ 맺음말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계획 등
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레졸루션 재단의 이사 토스텐 벨(Torsten Bell)은 고용유
지 계획이 없었을 경우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아담 마
샬(Adam Marshall)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 회장도 많은 기업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고용유지계획 및 기타 정부 정책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7) 이들의 평가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
럼 영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어 하루 빨리 세
계 경제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24) 이하에서 언급하는 비용은 정책수행 결과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을 감안한 순비용을 의미한다.
25) 예산책임처가 전망치를 발표한 5월 14일에는 7월 이후 고용유지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
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8~10월 중 필요한 비용은 추정하기 어려웠다.
26)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약 7백만~1천만 명의 근로자가 강제휴직 처리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3~5월 중 고용
유지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300억~400억 파운드(한화 약 45조~60조 원)라고 전망한 바 있다(The
Guardian(2020.4.8), “Coronavirus jobs bailout could cost Treasury ‘￡40bn every three month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apr/08/coronavirus-jobs-bailout-treasuryresolution-foundation-wage-subsidy-scheme).

27) BBC(2020.4.8), “Coronavirus: More than 9 million expected to be furloughed”, https://www.
bbc.com/news/business-5220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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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일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부의 대응
국제노동동향 ④ - 일본

박준희 (일본 사이타마대학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 머리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각종 경
제지표가 하락하고 있으며, 2분기 경제성장 전망이 매우 어둡다. 노동시장도 심각한 악영향
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나 고용 중지가 5월 21일 시점 1만 835명으로, 2월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으며, 4월 휴직자는 약 600만 명을 기록해 일본의 노동인구 6,800만 명
중 9%가 휴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각종 급부금을 지급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그
러나 비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대응속도가 심각하게 느리며, 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경
제주체에게 빠르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현황과 코로나19가
일본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
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20일 기준으로 16,29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4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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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수치만 보면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수치를 가지고
일본의 상황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언론
이 지적하듯, 일본의 검사 수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검사를 잘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1) 5월에도 의료현장에서는 보건소가 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2) 때문에 도쿄의 양성률은 31.7%3)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수치와 관련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 정
부의 행정력의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도쿄에서 코로나 관련 감염
자 현황 보고를 받는 수단이 팩스 1대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에 따른 확진자 수 누락 또는 중
복 집계가 발생한 것이 5월 11일(111명 누락)과 5월 21일(40명 누락) 두 차례 보도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5월 12일부터는 온라인 집계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21일
에도 누락이 발생했으며, 일본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적4)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극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가 있기 이전에는 얼마나 이러
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를 거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하기 어렵다.

1) 週刊朝日(2020.4.14),「 患者に隠されるPCR検査「 3条件」とは？現役医師が告白「 コロナ野放し」の実
態」, https://news.goo.ne.jp/article/dot/nation/dot-2020041200016.html, 朝日新聞(20204.16)”(新
型コロナ)日本、PCR検査少ないのは”,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443255.html
2) 時事通信社 ( 2020 . 05 . 04 ),「 PCR 検査 、大阪 で 最長 10 日待 ち 医師「 保健所受 け 付 けず 」― 民間委託
で拡充急ぐ」,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50300126&g=soc, 毎日新聞(2020.5.6)”
「 地域 に 発熱外来 、PCR 検査体制 を 」コロナ 対応 に 苦慮 する 診療所 から 提言 “ https://mainichi.jp/
articles/20200505/k00/00m/040/239000c
3) NHK 코로나19 통계 특설사이트(최종 접속일: 2020.5.25), https://www3.nhk.or.jp/news/special/
coronavirus/tokyo-positive/
4) 日本経済新聞(2020.05.05),「 アナログ行政、遠のく出口 ITと民間活用カギに」, https://www.nikkei.
com/article/DGXMZO58781700U0A500C2MM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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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노동시장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노동시장 현황은 좋지 않으며, 도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전망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상황
현재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 해고 상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기자회견에서 그 수치를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4월 노동력조사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5월 22일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고된 노동자
가 5월 21일 시점으로 1만 835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2월부터 해고나 고용 중
지와 관련하여(예상치 포함) 도도부현 노동국의 보고를 집계하고 있다.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2월 282명, 3월 835명, 4월 2,654명, 5월 7,064명(5월 21일 기준)으로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긴급사태가 선언된 4월 이후 해고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6) 즉 2월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 해고나 고용중지는 25배 증가했다.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5월 29일에 발표한 총무성의「 노동력조사」4월 조사 결과를 중심으
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7) 수는 6,62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만 명
이 감소했으며 이는 88개월 만의 감소세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698만 명으로 27만 명이 감
소했으며 여성은 2,930만 명으로 53만 명이 감소했다. 고용자 수는 5,923만 명으로, 전년동월
5) 毎日新聞 ( 2020 . 5 . 23 ), 「 コロナ 解雇 1 万人超 雇用情勢 、急速 に 悪化 」, https://mainichi.jp/
articles/ 20200523 /ddm/ 012 / 040 / 075000 c?_ga= 2 . 62349164 . 1734264231 . 1590165055 253790024.1590165051
6) 한편 후생노동성은 해당 집계에서, 현재까지는 정사원과 비정규 노동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7) 
「 노동력조사」에서 취업자는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고용자로 구성된다. 자영업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
는 자이며, 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그 자영업주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고용
자는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로 급여 및 임금을 받는 자와 회사, 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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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자 수 추이
(단위 :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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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그림 2] 휴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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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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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366만 명이 감소했으며 이 역시 88개월 만의 감소세이다. 남성은 3,259만 명으로 3만 명
이 감소했으나, 여성은 2,664만 명으로 34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고용자 수와 관련해서는 여
성과 비정규직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고용자 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
우 3,56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만 명이 증가해서 7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비정
규직의 경우 2,01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만 명이 감소했다. 2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한편 휴업자의 경우 597만 명으로 자영업자가 70만 명, 고용자가 516만 명이다. 고용자 중
정규직의 경우 193만 명이 휴업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300만 명이 휴업했다. 이 중 남성은

357만 명이 휴업했고, 여성은 240만 명이 휴업했다. 일본의 노동인구가 약 6,800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전체 노동인구의 9%가 휴직상태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완전실업자는 18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이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비
노동력인구는 4,25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59개월 만에 증가
세다. 주요 산업별로는 숙박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가 나
타나고 있다.
앞서도 서술했듯이 현재까지 나온 정부 공식통계는 4월 수치가 가장 최신 수치이며 긴급사
태선언이 유지되었던 5월의 수치는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산
코로나19 관련 도산은 5월 15일 기준으로 152건으로, 3월까지 28건이던 것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늘었다.8) 업종별로는 호텔·여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19건), 의류·잡화
소매(13건), 식품 제조(8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37개 도도부
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산이 발생하였으며, 도쿄도(32건), 홋카이도(15건), 오사카(13
건) 순으로 많다.

2020년 1~4월의 전체 도산 건수는 2,849건이고 앞으로도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도

8) 朝日新聞(2020.5.15),「 倒産件数、コロナで7年ぶり1万件超えか 雇用にも影響」, https://www.asahi.
com/articles/ASN5H6Q55N5HULFA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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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업과 관련된 연쇄 도산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국 규제 여파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3천 명도 안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일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1만 명선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
된 1964년 이후 처음이다.9) 이에 따라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활발한 간
사이 지역(오사카, 효고, 교토)의 경제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간사이 지역에
서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도산(부채액 1,000만 엔 이상)은 27건(22일 기준)에 이르며 호
텔 체인과 공항의 기념품 납품업체 등 관광산업과 직접 연관된 업체의 도산이 두드러진다.

2020년 전국 도산 전망치는 7년 만에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휴폐업·해산 건수도
2019년(2만 3,634건)을 넘어선 2만 5천 건에 달해 도산 건수가 정점을 찍은 2008년에 육박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시행
하였다.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 고용유지 및 사업지속 지원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30일, 일본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17조 엔(한화 약 1,341조 원)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속화급부금, 10만 엔 정액급부금, 고용조정조성금, 휴
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 각종 공과금 면제 등이 있다.
또한 5월 27일 일본 국무회의(閣議)에서 2차 추경예산 역시 같은 규모로 117조 엔을 추가
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총 234조 엔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으며, 세
계 최대 규모 수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이 2차 추경예산안은 6월 6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2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추경예산안의 사업으로는 고용
조정조성금의 추가확충, 중소기업의 임대료 지원, 대학생들에 대한 현금 지원, 한부모세대에

9) 연합뉴스(2020.5.20),「 올 4월 일본 찾은 외국인 달랑 '2천900명'…역대 최소」, https://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6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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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 등이 있다. 다만, 글을 쓰는 현 시점에서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대책의 내용 등
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국무회의에
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1차 추경에 따른 지원정책
1차 추경안(117조 엔)에 따라 조성된 주요한 지원정책은 <표 1>과 같다.
이 중 사업지속과 고용보조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정액급부금, 지속화급부금, 세금
징수 유예, 고용조정조성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추경안으로 편성된 지원금은
아니지만 기존의 예산을 전용하여 후생노동성이 실시하고 있는 ‘자녀 휴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고용조정조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활동이 축소되었을 때 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일본의 경우 사업장이 휴업상태에 들어갔을 때, 직원에
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60% 정도이다. 긴급사태선언
으로 인해 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는데, 기업은 고용조정조성금을 수급하여 휴
<표 1> 1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10)
지원정책명

지원정책 내용

예산 규모

특별정액급부금

모든 시민 10만 엔 지급

12조 8,803억 엔

지속화 급부금

수입이 감소한 중소사업에 대해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 100만 엔 지원

세금 징수 유예(사업주 대상)

수입이 감소한 사업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1년 징수유예

고용조정조성금

휴업수당 보조

8,330억 엔

마스크의 확보

면 마스크 전국 약 5천만 세대 및 학교, 유아원, 간호시설 등에 배부

1,025억 엔

아비간의 확보

증산을 지원

관광, 소비지원

관광, 운송, 이벤트 사업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할인 쿠폰 등을 발행

지방지원

지방경제를 지원하는 임시교부금 창설

2조 3,176억 엔
26조 엔

139억 엔
1조 6,794억 엔
1조 엔

10) 朝日新聞(2020.4.8),「 経済対策、効果は 6兆円超の現金給付、柱 減収世帯30万円／中小企業200万円／
個人事業者100万円」,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4337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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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휴업수당의 전액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액이 더 올라간다(단,
노동자 1인당 1일 수당 8,330엔이 상한임).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사정이 어려
워진 경우 이 고용조정조성금을 통해 최대한 해고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11) 2차 추경
안이 통과된다면 1일 수당이 1만 5천 엔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일본 정부는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10만 엔(한화 약 11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월 27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
적을 불문하고 3개월 이상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12) 신청은 우편
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각 시청과 구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셋째로, 지속화 급부금이란 정부의 외출 자제 정책의 여파로 인해 수요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지속화 급부금을 통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월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200만 엔(중소기
업 사업자) 혹은 100만 엔(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을 지급하기로 했다.13)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의료법인, 농업법인, NGO 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이 지속화 급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넷째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1개월 이상 수입 혹은 매
출액이 전년동월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개인이나 법인, 혹은 일시에 납세를 하기 곤란한 개
인이나 법인에 대해 각종 세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인세, 소득세, 국민연금 등이 대상이
며,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단, 현재까지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 대
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녀 휴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19 감
염 확대 방지 정책으로 인해 자녀의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한 경우 또는 아이가 코로나19
에 감염되어 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 아이의 보호자인 노동자가 유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

11) 후생노동성, 雇用調整助成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伴う特例) 특설 페이지, https://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html
12) 총무성, 特別定額給付金 특설 페이지, https://kyufukin.soumu.go.jp/ja-JP/
13) 중소기업청, 持続化給付金 특설 페이지, https://www.jizokuka-kyufu.jp/news/202005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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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조금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휴가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이 보조금을 취득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4) 하루 상한은 8,330엔이며, 업무를 위탁받
은 프리랜서의 경우 하루에 4,100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각 정책의 시행 상황
일본 정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코로나19의 지원으로 지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첫째, 시행속도가 너무 늦다.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35만 건 넘는 상담이 있었는데, 5월

28일 시점으로 6만 153건이 신청되었고, 지급결정은 3만 381건에 그쳤다. 이러한 고용조정
조성금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늦다고 할 수
있다. 4월 말~5월 초 시점에서 신청자는 프랑스 1,130만 명, 독일 1,010만 명, 이탈리아 830
만 명이며, 이 제도를 신설한 영국의 경우에도 630만 명의 신청자를 기록하고 있어 6만 건에
그치고 있는 일본과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15)
지원속도가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아 온라인 신청을 5월 20일부터 도입하였으나,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모두 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온라인 신청을 중지하였고, 현
시점(5월 29일)까지 재개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16)
‘특별정액급부금’과 관련해서도 그 시행속도가 늦다. 특별정액급부금의 경우 마이 넘버 카
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지자체의 우편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 보급률은 16%에 불과하고,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자동 전산처리가 되
지 않아 신청내용을 다시 지자체 직원들이 수작업을 실시해 취합, 확인하고 있어 입금이 늦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무성에 따르면 우편 신청의 경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
14) 후생노동성, 小学校休業等対応助成金 리플릿,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
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_00002.html
15)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소장 긴급칼럼(2020.5.28),「 新型コロナ休業支援金／給付金の諸問
題」, https://www.jil.go.jp/tokusyu/covid-19/column/011.html
16) NHK(2020.5.22),「 雇用調整助成金オンライン申請トラブル 復旧見通し立たず」, https://www3.
nhk.or.jp/news/html/20200522/k1001244056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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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서류의 발송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우편 신청에 따라 은행계좌로 송금을 시작한 지자체
는 19%에 그쳤다.17) 현 시점까지 우편 발송을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도 존재한다.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 지속화 급부금의 경우 15일 기준 90만 건의 신청 중 13만 건을 처리
해 가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기 때문
에 수급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시행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점은 ‘특별정액급부금’을 제외한 대
부분의 보조금이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수급 역시 사업주가 받고 있으며, 노동자와 시민들에
게 직접 가는 보조금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휴교로 인한 유급휴가 취득 보조금’의 경우 신
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며, 수급 역시 사업주가 받는다. 때문에 유급휴가를 줄지 말지, 그리
고 어느 노동자에게 지급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업주가 한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제보에
따르면 기업이 일손부족으로 노동자를 쉬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
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18)
따라서 이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
미하며,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원이 또 한번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이런 느린 행정절차로
인해 일본의 행정력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수급받은 사람이 현저
히 적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2차 추경에 따른 지원방안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은 ‘저소득층의 한부모
세대 지원’, ‘실질무이자, 무담보사업자금’, ‘임대료확보급부금’, ‘휴업수당 직접 지급’, ‘대학생
지원정책’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예산은 ‘실질무이자, 무담보사업자금’으로 약 11조 엔이
책정되어 있다.

17) Bloomberg,「 紙中心の日本とＩＴ化進む韓国、コロナ給付金で支給スピードに差」, https://www.
bloomberg.co.jp/news/articles/2020-05-21/QANJKBT0AFB401
18) 中日新聞(2020.5.11),「 休校助成「 会社が使ってくれない」働く保護者、相談窓口に訴え」, https://
www.chunichi.co.jp/article/front/list/CK202005110200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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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확한 시행안과 시행방법이 통과된 상황이 아니라 개요 정도를 서술하고자 한다. ‘실
질무이자, 무담보사업자금’의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라는 정부투자은행이 0.9%의 이자로 코
로나19로 인해 사업이 곤란해진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이자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임대료확보급부금’의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이 작년에 비해, 한 달간 50% 이상 감소
한 사업자나, 3개월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1개월에 50만 엔,
개인 사업주는 1개월에 25만 엔을 상한으로, 임대료의 2/3을 6개월간 급부하는 정책이다.
‘휴업수당 직접지급’ 정책의 경우, 기업의 사정악화로 인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휴업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휴업 이전 임금의 80%를 직접 지급하며 상한액은 고용조정보조금의 수준을 합쳐 매
월 33만 엔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지원정책’의 경우,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들에 한해 10만 엔 혹은 20만
엔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단, 일부의 학생에 한하며, 아직 선발기준 등 세부 계획
은 나오지 않았다.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등에 다니는 43만 명을 대상으로 정했
다. 상기의 정책은 국회 통과 이후 좀 더 세부적인 시행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맺음말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각 국가는 다양한 방식
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도 밝다고 전망하기 어렵다. 닛케이 신문은 전 세
계 8,400여 개의 기업의 1~3월 실적 발표치 혹은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
의 순이익이 78%의 감소폭을 보였고 분석 지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19) 뿐만
아니라, 2분기 성장에 관련해서도 일본 경제가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

19) 日本経済新聞(2020.5.2),「 世界の企業、1~3月4割減益 日欧は7~8割減」, https://www.nikkei.com/
article/DGXMZO58763990S0A500C2MM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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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다.20)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많은 전문가들이 완
전히 무너지고 재건하는 것보다 하루 빨리 지원금 등이 어려운 곳에 도달하게 해 지금 당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제주체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또 다시
속출하면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추경안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
하더라도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의 전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지, 그리고 현재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 産経新聞(2020.5.4),「 4~6月GDP、戦後最悪の21％減 エコノミスト28人予測」, https://www.sankei.
com/economy/news/200504/ecn2005040003-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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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브라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부의 대응
국제노동동향 ⑤ - 브라질

김경란 (브라질 캄피나스주립대학교(Unicamp) 사회경제와 노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브라질은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대통령 탄핵 이슈의 부상으로 정치
상황도 매우 불안정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경제위기
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실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5월 2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남미 지역을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지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브라질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1) 5월 28일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9만 8,440명, 사망자 수는 2만 8,834명에 이른다.2) 얼
마 전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분석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의 크리스토프 머레이(Christopher Murray) 연구원은 브라질이 강력한 사회적 격리 조
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0년 8월 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2만 5,000명에 이를 것이
라고 경고했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질 것 같지 않다.3) 브라질은 3월부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
1) G1(2020.5.22), América do Sul se tornou o novo epicentro da Covid-19 e Brasil é o país mais
afetado, diz OMS,” https://g1.globo.com/bemestar/coronavirus/noticia/2020/05/22/america-dosul-se-tornou-o-novo-epicentro-da-covid-19-diz-oms.ghtml
2) 브라질 보건부 사이트 참고, https://covid.saude.gov.br/(2020.5.30)
3) UOL(2020.5.26), “Coronavírus: mortes no Brasil podem superar 125.000 em agosto, diz estudo
dos EUA,” https://noticias.uol.com.br/saude/ultimas-noticias/reuters/2020/05/26/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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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적 격리, 약국과 슈퍼마켓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기업 및 상가의 영업중단, 학교 휴업,
마스크 사용 의무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잦은 대립과 갈등으로 코로
나19 대처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의료보건 시스템과 충분하지 못한 진단검사 때문
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두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격리 조치
로 경제활동도 위축되어 생산과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취업자 감소와 실업이 증가
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도 쟁점화돼 브라질은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를 둘러싼 최근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브라질 정
부의 생계유지 및 고용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정치 상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정치 컨설팅사 아틀라스(Atlas)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58%가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며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한 달 사이
에 49%에서 58%로 증가했다.4) 2020년 초부터 불거진 대통령 탄핵 청원은 하원에 제출된 요
청서만 40건에 육박하며, 5월 21일에는 좌파와 중도좌파 정당이 합세하여 하원에 탄핵 요구서
를 제출했다.5) 여기에 11개의 노동조합 총연맹과 인권·농민·빈민·원주민 등 각 분야의 400여
개 단체도 가세하여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 사
유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의 생명을
mortes-no-brasil-podem-superar-125000-em-agosto-diz-estudo-dos-eua.htm
4) BRASIL247(2020.5.28), “Pesquisa Atlas: 65% desaprovam desempenho de Bolsonaro, 58%
rejeitam seu governo e querem impeachment,” https://www.brasil247.com/poder/pesquisaatlas-65-desaprovam-desempenho-de-bolsonaro-58-rejeitam-seu-governo-e-queremimpeachment?amp=&utm_source=onesignal&utm_medium=notification&utm_campaign=pushnotification
5) 탄핵 요구서를 제출한 주요 정당은 노동당(PT), 사회주의자유당(Psol), 브라질공산당(PCdoB), 통합사회
주의노동당(PSTU)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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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게 한 점과 군부의 정치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해 연설하는 등 헌법 질서
를 위배한 무책임과 독단적 행보이다.6)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처럼 탄핵 요구에 몰리게 된 배
경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처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을 꼽을 수 있다. 3월 초부터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 주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는 학교 수업 중단과 상가의 영업활동 금지 등의 조
치를 통해 사회적 격리를 강화하였고, 리우데자네이루 주, 파라 주 등의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부분적인 도시봉쇄(lock down)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가벼운 독감(gripezinha)’으로 치부하고, 줄곧 제한된 사회
적 격리 및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하면서 주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응에 혼선이 빚어졌으며 3월 이후 대다수 지역의 사회적 격리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참다 못한 연방대법원이 나서서 사회적 격리 조치에 관한 권한
은 주지사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과 주지사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게다가 보
우소나루 대통령은 국제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치료에 말라리아 치료제
인 클로로퀸의 사용을 고집했다. 대통령의 제한적 격리 조치와 클로로퀸 사용에 반대한 루이스
엥히키 만데따(Luiz Henrique Mandetta)와 넬슨 타이시(Nelson Teich) 전 보건부 장관이 한
달 간격으로 사임하였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분야에 비전문가인 군인 출신 에두아르
두 파주엘루(Eduardo Pazuello)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7) 최근에는 브라질 부패 수사의 상
징인 세르지우 모루(Sérgio Moro)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연방경찰청장 교체 과정에서 직권
을 남용했다며 사임하는 바람에 정치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브라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절차의 개시는 하원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호드리구 마이아(Rodrigo Maia)
하원의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탄핵 절차의 시작 여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6) BRASIL 247 ( 2020 . 5 . 21 ), “ Câmara recebe primeiro pedido coletivo de impeachment de
Bolsonaro,” https://www.brasil247.com/poder/camara-recebe-primeiro-pedido-coletivo-deimpeachment-de-bolsonaro?amp=&utm_source=onesignal&utm_medium=notification&utm_
campaign=push-notification
7) AgênciaBrasil(2020.5.16), “Secretário executivo assume Ministério da Saúde interinamente,”
https://agenciabrasil.ebc.com.br/saude/noticia/ 2020 - 05 /secretario-executivo-assumeministerio-da-saude-interinamente

96_

2020년 6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경제 상황
브라질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undação Getulio Vargas: FGV)은 코로
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2020년
브라질 경제는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8)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5%,

2016년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에 빠졌다가 2017년 이후 1%대 성장을 유지해 왔
으나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브라질 1분기 국내총생
산(GDP)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5% 감소했다. 특히 산업(-1.4%)과 서비스(-1.6%) 부문의
하락이 컸고, 농업 부문은 0.6% 증가했다.9) 브라질 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격리 조치가 지속된 3월 21일부터 4월까지 브라질 41개 산업 및 업종 가운데 39개의 활동이
하락하였으며 숙박 서비스(-90%), 항공운송(-79%), 자동차(-74%)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
다.10)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은 5.12~5.89% 하락할 것
으로 예측된다.11) 브라질 국립통계원(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istica: IBGE)
은 2020년 5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ICPA-15)가 0.59%로 1994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고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가가 8.51% 폭락하면서 에탄올, 디젤, 가스 등 에너지 부문

8) FGV IBRE(2020.5.18), “Monitor do PIB aponta retração de 1,0% na atividade econômica no
1º trimestre,” https://portalibre.fgv.br/noticias/monitor-do-pib-aponta-retracao-de-10-naatividade-economica-no-1o-trimestre
9) IBGE(2020.5.29), “PIB cai 1,5% no 1º trimestre de 2020,”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
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837-pib-cai-1-5-no-1trimestre-de-2020
10) UOL(2020.5.5), “Ministério da Economia vê faturamento cair em 39 de 41 setores no Brasil por
Covid-19,” https://economia.uol.com.br/noticias/reuters/2020/05/05/ministerio-da-economiave-faturamento-cair-em-39-de-41-setores-no-brasil-por-covid-19.htm
11) G1(2020.5.25), “Mercado financeiro passa a projetar tombo de 5,89% para o PIB em 2020,”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5/25/mercado-financeiro-passa-a-projetartombo-de-589percent-para-o-pib-em-2020.ghtml

>>

_97

물가가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12)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가계소비도 감소했다. 브라질 가정의 53.5%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2,100헤알(한화 약 46만 1,000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응답 가구의 78.3%는 필수 제품 및 서비스만 구매하였으며, 빈곤층의 89%는 꼭 필요
한 생활 필수품만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3) 사회적 격리 조치의 지속과 공장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각 산업 분야의 생산활동 피해도 상당하다. 브라질의 2020년 3월 산업생산은 전
월대비 9.1% 감소했으며,14) 특히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4%, 제조업의 22%를 차지하
는 자동차 산업은 3월 이후 65개 자동차 생산공장 모두 조업이 중단되었다. 전국자동차산업
협회(Anfavea)는 4월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은 1957년 이래 최악의 수준인 1,847대에 불
과했으며 전년동기대비 99.4% 감소했다고 밝혔다.15)

노동시장 상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
동인구가 증가했다. 5월 28일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1분기 실업률은 12.6%이며 실업
자 수는 1,28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분기(12.5%)보다 1.1% 상승했고,
이전 분기(11.2%)와 비교하면 1.4% 높아진 수준이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8,920만 명으로 이전 분기와 비교해 약 490만 명이 줄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구직을
단념한 인구가 500만 명에 달해 이전 분기와 비교해 7% 상승하였다.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는 7,090만 명으로 2019년 1분기보다 600만 명, 이전 분기보다 520만 명이나 증가해 2012
12) IBGE(2020.5.26), “IPCA-15 stays at -0.59% in May,”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en/
agencia-press-room/2185-news-agency/releases-en/27772-ipca-15-stays-at-0-59-in-may
13) FGV IBRE(2020.5.21), “Pandemia já afeta trabalho de 53,5% das famílias, aponta FGV IBRE,”
https://portal.fgv.br/en/node/19697
14) IBGE(2020.5.5), “Produção industrial cai 9,1% em março de 2020,” https://agenciadenoticias.
ibge.gov.br/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575-producaoindustrial-cai-9-1-em-marco-de-2020
15) http://www.anfavea.com.br/impre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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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0년 1분기 민간부문의 공식(정규직) 고용은 3,220만
명으로 이전 분기보다 4.5% 줄었으며, 민간부문 비공식 고용도 1,010만 명으로 이전 분기보
다 13.2% 하락했다. 1인 자영자도 이전 분기보다 4.9% 감소해 2,340만 명을 기록했다.16) 브
라질 노동·사회보험 특별사무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집계된 실업보험
신청자는 총 28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5월
에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2% 증가한 54만 3,000명이 신청했
으며, 경제와 산업 중심지 상파울루(14만 9,000명)를 비롯해 미나스제라이스(5만 3,000명),
리우데자네이루(4만 2,000명) 등 대도시 지역의 신청률이 높았다.17) 노동·사회보험 특별사
무국 소속 브루노 비앙코(Bruno Bianco)는 고용악화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실시한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 덕분에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그나마 막을 수 있었다고 설
명했다. 5월 26일 기준으로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휴가를 사용해서 고용을 유
지한 노동자들은 810만 명에 이른다.18)
한편 브라질에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공식(정규직) 부문의 고용도 감소했다. 브
라질 경제부가 2020년 5월 27일 발표한 고용·실업 등록(NOVO CAGED) 자료에 따르면, 3
월부터 4월까지 총 110만 개의 공식 일자리가 감소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
된 3월에는 24만 개, 4월에는 8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는 2010년 이래 최대치다.

4월 공식 부문 신규 취업자는 59만 8,000명에 그쳤으며, 해고된 노동자는 145만 9,000명으
로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19)
16) IBGE(2020.5.28), “PNAD Contínua: taxa de desocupação é de 12,6% e taxa de subutilização
é de 25,6% no trimestre encerrado e abril de 2020,”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
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820-pnad-continua-taxade-desocupacao-e-de-12-6-e-taxa-de-subutilizacao-e-de-25-6-no-trimestre-encerradoem-abril-de-2020
17) Trabalho MINISTÉRIO DA ECONOMIA(2020.5.21), “Solicitações do seguro-desemprego
aumentam 9,6% em 2020,” http://trabalho.gov.br/noticias/7406-solicitacoes-do-segurodesemprego-aumentam-9-6-em-2020
18) G1(2020.5.27), “Com pandemia do coronavírus, Brasil fecha 1,1 milhão de vagas de trabalho
entre março e abril,”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5/27/coronavirus-brasilfecha-860-mil-empregos-formais-no-pior-mes-de-abril-em-29-anos.ghtml
19) 브라질 경제부 사이트(2020.5.27), “Queda nas admissões influencia saldo de empregos form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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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년동월대비 브라질 공식 고용 변동 추이(2010~2020년, 매년 4월 기준)
(단위 : 일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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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브라질 경제부 웹사이트(2020.5.27), http://trabalho.gov.br/images/Documentos/CAGED/2020/
Apresentacao_coletiva_caged_27_05.pdf

비공식 노동자, 가사 노동자, 1인 자영자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비공식 부문 고용은 3,460만
명(38.8%)으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동 인구의 가
장 취약한 부문이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
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월 600헤알(한화 약 14만 원)을 3개월 동
안 지급받을 뿐이다.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비공식 노동자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는 직종은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주로 가사 노동자(620만 명), 미
용 서비스 종사자(200만 4,000명), 의류와 액세서리 종사자(140만 명),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종사자(140만 명) 등이다.20) 캄피나스주립대학교(Unicamp) 조제 크레인(José Krein) 교수
는 2019년 12월 기준 비공식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550헤알(한화 약 35만 7,000원),

1인 자영업자는 1,700헤알(한화 약 39만 2,000원)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공
식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유지 방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1)
do Caged até abril de 2020,” http://trabalho.gov.br/noticias/7409-queda-nas-admissoesinfluencia-saldo-de-empregos-formais-do-caged-ate-abril-de-2020
20) JORNAL DA USP(2020.4.22), “Pandemia duplica contingente de trabalhadores vulneráveis
no Brasil,” https://jornal.usp.br/ciencias/pandemia-duplica-contingente-de-trabalhadoresvulneraveis-no-brasil/
21) EPS JV인터뷰(2020.5.20), “'Está na hora de organizar a economia para colocá-la a serviço da v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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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책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대책이 본격화된 것은 첫 사망자가 나온 3월 17일 이후이다. 연방정
부는 3월 20일 공공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취약계층 노동자
들을 위해 1,696억 헤알(한화 약 39조 원)이 소요되는 산업 및 고용 위기 대응책을 발표했
다.22) 5월 중순 기준으로 정부가 지출한 총액은 417억 헤알(한화 약 9조 5,000억 원)이며,
취약계층과 비공식 노동자의 생계지원에 123억 헤알(한화 약 2조 8,000억 원)이 쓰였다. 지
방정부 재정 지원은 60억 헤알(한화 약 1조 3,000억 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유지 지원에 51억 헤알(한화 약 1조 1,000억 원), 기업 세금 감면 및 소규모 영세업자 지원
등에 34억 헤알(한화 약 7,700억 원)이 투입되었다. 경제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
부지출 규모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 말까지
정부 부채 비율은 93.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23)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대책 중
재정 투입 비중이 높고 노동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계지원과 고용유지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nefício Emergencial para Preservação da Renda e
do Emprego, BEm)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업은 해고 대신 최대 90일 동안
노동시간 단축 및 비례적 임금 삭감, 최대 60일 동안 일시적 고용계약 중지, 이 외에도 개별

das pessoas, e não da acumulação privada da riqueza',” http://www.epsjv.fiocruz.br/noticias/
entrevista/esta-na-hora-de-organizar-a-economia-para-coloca-la-a-servico-da-vida-das
22) 브라질 경제부 사이트(2020.3.18), https://www.gov.br/economia/pt-br/centrais-de-conteudo/
publicacoes/boletins/covid-19/timeline/marco/18-de-marco-de-2020
23) G1(2020.5.22), “Medidas anunciadas de combate ao coronavírus já chegam a R$ 417 bi,
diz governo”, https://oglobo.globo.com/economia/medidas-anunciadas-de-combate-aocoronavirus-ja-chegam-r-417-bi-diz-governo-244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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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단휴가 사용, 재택근무, 근로시간 저축제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면 그에 따른 급여 삭감분은 해당 노동자가 해
고 시 받게 되는 실업보험 급여액에 준하여 정부가 지원하며, 1,813헤알(한화 약 41만 8,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이 일시적으로(최대 60일) 고용계약을 중단하면 정부는 기업의 연
수익 기준에 따라 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거나(실업보험 급여액 기준) 70%를 지원한다.24) 프
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공식(정규직) 부문 노동자, 파트타임 또는 간헐적 노동자 및 수습생이
다.25) 5월 27일 브라질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총 810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의 적용을 받았다. 가장 많이 도입된 조치는 일시적 고용계약 중단(444
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5% 노동시간 단축은 112만 명, 50% 노동시간 단축은 143만 명,

70% 노동시간 단축은 99만 1,000명, 간헐적 노동자들은 1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의 시행 현황을 산업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
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 및 임금의 현행 유지 비율은 상업

[그림 2]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 시행 현황
(단위: 명)
5,000,000
4,500,000

4,440,16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125,167

1,430,918
991,683

1,000,000
500,000

167,069

0

일시적 고용계약 중단

25% 노동시간 단축

50% 노동시간 단축

70% 노동시간 단축

간헐적 노동

자료 : 브라질 경제부 웹사이트(2020.5.27), http://trabalho.gov.br/images/Documentos/CAGED/2020/
Apresentacao_coletiva_caged_27_05.pdf

24) 브라질경제부 사이트(2020.4.6), “Empregadores já podem prestar informações sobre acordos
do Programa Emergencial de Manutenção do Emprego e da Renda,” http://trabalho.gov.br/
noticias/7375-empregadores-ja-podem-prestar-informacoes-sobre-acordos-do-programaemergencial-de-manutencao-do-emprego-e-da-renda-2
25) 브라질 노동법은 간헐적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를 ‘공식 부문’ 고용 범주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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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별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 시행 현황
(단위: %)
분류

산업(제조업 일반)

상업

건설업

서비스업

현행 유지

4.8

21.9

9.4

4.6

인력 감소

24.1

36.7

44.4

45.8

노동시간 및 급여 감축

40.5

23.1

27

46.4

일시적 고용계약 정지

27.9

25.5

26.6

42.3

재택근무

80.4

26.6

59.6

68.6

개별휴가

58.5

54.1

56.5

65.0

집단휴가

18.2

9,7

6.7

3.3

근로시간저축제

28.4

19.8

21.2

35.1

기타

8.2

4.7

3.7

4.1

자료 : FGV IBRE(2020.5.21), https://portal.fgv.br/en/node/19697

(21.9%), 건설업(9.4%), 제조업 일반(4.8%), 서비스(4.6%) 순으로 높았고, 상업 외 주요 산업
부문에서 노동자 90% 이상이 일자리와 소득의 변동을 겪었다. 제조업 일반은 재택근무와 개
별휴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례적 급여 삭감을 가장 선호하였고, 상업 부문은 개별휴가,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재택근무와 개별휴가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집단휴가를 제
외하곤 모든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및 비공식 노동자 긴급지원(Auxílio Emergencial)
취약계층과 비공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3개월 동안 월 600헤
알(한화 약 14만 원), 자녀가 있는 여성 가구주에게는 3개월 동안 월 1,200헤알(한화 약 28
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최저임금의 절반인 522.50헤알(한화 약

12만 원)을 넘는 사람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3배인 3,135헤알(한
화 약 72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지 못한다. 실업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지원대
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상원은 4월 22일 농민, 트럭 운전사, 재활용 쓰
레기 수거 노동자, 매니큐어 종사자, 노점상, 예술가, 어부, 택시 운전사,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Lei nº 873/2020)을 통과시켰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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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26)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유일한 600헤
알(한화 약 14만 원) 현금 지원 대책은 4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로 다뤄
질 만큼 취약계층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기준이 복잡하고 선별 과정
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혼선을 거듭했다. 브라질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총

1억 1,200만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선별 심사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탈락하여 5,790만
명만이 600헤알(4월분)을 받았다. 아울러 뒤늦게 신청한 1,090만 명은 한 달이 넘도록 심사
가 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27) 이 밖에 긴급지원금 지급 날짜가 정부가 약속한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지급 대상자들의 원성을 샀으며,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과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빈곤층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28) 이 때문에 정부는 2차
(5월분) 지원금은 국영은행인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의 가상계좌를 통해
생년월일 끝자릿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애초 3개월로 한정하였으
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회는 지원 시기를 연장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각종 세금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연기했으며, 국영
은행을 통해 기업의 대출을 확대했다.29) 또한 140만 개의 영세기업주에게 급여 대출 프로그
26) FOLHA DE S.PAULO(2020.5.15), “Bolsonaro barra motoristas de aplicativo e outras categorias em
vetos à ampliação do auxílio emergencial,” https://www1.folha.uol.com.br/mercado/2020/05/
bolsonaro-barra-motoristas-de-aplicativo-e-outras-categorias-em-vetos-a-ampliacao-doauxilio-emergencial.shtml
27) G1(2020.5.29), “Auxílio Emergencial: saques e transferências da 2ª parcela depositada em
poupança digital começam a ser liberados neste sábado,” https://g1.globo.com/economia/
noticia/2020/05/29/auxilio-emergencial-saques-e-transferencias-da-2a-parcela-depositadaem-poupanca-digital-comecam-a-ser-liberados-neste-sabado.ghtml
28)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 증명서 CPF(Cadastro de Pessoa Fisica, 납세자 번호)를 소
유하지 않은 빈곤층이 긴급지원금을 직접 인출하기 위해 매일 은행 앞으로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상황이 연일 발생했다.
29) G1(2020.3.24), “Coronavírus: veja as medidas econômicas já anunciadas pelo governo federal e
pelo BC,”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3/24/coronavirus-veja-as-medidaseconomicas-ja-anunciadas-pelo-governo-federal-e-pelo-bc.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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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실시하여 영세기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적 격
리 조치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은 정부와 국영은행의 공식적인 발표와
는 달리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협회 Sebrae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1,700만 곳의 업체 중 700만 곳(38%)이 긴급 대출을 요청했으나 이 중 14%만이 대
출을 받았으며, 절반 이상(58%)은 대출이 거부되었고 28%는 은행으로부터 결과를 기다리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바 및 레스토랑 협회(Abrasel)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상
공인의 80%가 대출을 신청했으나 이 중 81%는 은행으로부터 거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5월 초에 바 및 레스토랑의 20%가 이미 문을 닫았으며 최소 100만 개의 공식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와 은행으로부터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31)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브라질의 정치,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취약계층 및 노동자들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루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의 공식 실업자는 1,280만 명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별다른 생계 대책이 없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와 구직 단념
자의 증가 등을 포함하면 일자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
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 및 고용 유지 대책은 대부분 2~3
개월의 단기 대책이며, 그마저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30) G1(2020.5.19), “Medidas de socorro adotadas pelo governo são insuficientes e não chegam a
quem precisa, dizem analistas,”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5/19/medidasde-socorro-adotadas-pelo-governo-sao-insuficientes-e-nao-chegam-a-quem-precisadizem-analistas.ghtml
31) ABRASEL(2020.5.21), “Pesquisa inédita revela riscos crescentes para bares e restaurantes,”
https://abrasel.com.br/noticias/noticias/pesquisa-inedita-revela-riscos-crescentes-para-barese-restaur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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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의 생계와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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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9년 대학병원 교수의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 발표
2020년 2월, 미국 의학대학협회(Association of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instructor) 직급의

American Medical Colleges)는 미국 대학병원 교

경우 남성이 247,900달러이고 여성은 211,500달

수들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러로 약 14.7%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수(assistant professor) 직급은 남성이 327,000

협회에서 매년 대학병원 교수들의 임금수준을 공개

달러, 여성이 256,000달러로 21.8% 수준의 격차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0년 처음으로

를, 교수(professor) 직급은 남성이 410,500달러,

성별 임금격차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여성이 330,700달러로 19.4% 수준의 격차를 보이

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병원 교수들의 전체 평균 연

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과장(chair) 직급은 남성이

봉은 287,100달러(한화 약 3억 6천만 원)이다. 이

716,000달러, 여성이 565,400달러로 21.0% 수준

수준은 성별에 따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의 격차가 관찰된다.1)

이 격차는 강사들보다는 교수 직급에서 더욱 크게

1) Inside Higher Ed(2020.2.7), “Big Gender Gaps in Medical Faculty Pay,” Retrived on March 18th, 2020,
https://www.insidehighered.com/quicktakes/2020/02/07/big-gender-gaps-medical-faculty-pay

미국 : 아마존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최근 로이터(Reuters) 통신은 16개의 노조 및 노

벗어나 보다 여론을 활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투쟁

동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아마존 노동자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 진행된

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Fight for $15”에서 효과를

대해 다루었다.1) 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11개

보인 바 있다. 특히 온라인 청원, 선출직 공무원들

주에서 아마존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

과의 연계, 언론 노출, 정부 산업안전 부처에의 민

해 목소리를 높였고, 코로나19 정국에 들어간 이후

원 제기 등의 방식이 대두되는데, 이를 통해 아마존

에도 미시간, 뉴욕, 일리노이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

에 대중적인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향후 더 많은 조

다. 이들의 초점은 어떻게 아마존 노동자들을 대변

합원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

할 조합을 결성할지에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전국

측한다.

단위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전통적인 투쟁 방식을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아마존 측에서는 이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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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이상의 시간당 임금 및 건강 혜택, 경력 기회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매출이 급격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마존 물

히 늘어나는 등 아마존이 팬데믹 정국의 수혜자라

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나 점프(Jana Jumpp)

할 수 있음에도,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

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최소 800명의 아마존 노

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1994년 설

동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회사 공식

립 이래 한 번도 노동 조직화를 수용한 적이 없다.

발표를 통해서는 최소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

그런 점에서, 팬데믹이 아마존 노동자들의 조합 결

로 알려지는 등 아마존 노동자들이 팬데믹 국면에

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 Reuters(2020.5.21), “How big unions smooth the way for Amazon worker protests”, Retrieved on May
22th,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amazon-com-workers/howbig-unions-smooth-the-way-for-amazon-worker-protests-idUSKBN22X19Q

미국 : 경제 재개가 고령 및 기저질환 노동자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 미쳐
미국 각 주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경제 재개를 시

히 이들의 업무 대부분이 서비스업 등 대인관계에

행하면서, 재택근무하던 대다수 노동자들이 곧 업

기초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대책 없는 작업장 복귀

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고령 혹

는 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동시

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

에 이들을 분리하는 정책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LA 타임스(Los Angeles

다. 코로나 정국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유급휴가

Times)는 경제 재개가 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

등은 장기적 해결책이라 볼 수 없으며, 원격 업무나

있다.1)

고령 및 기저질환

근무시간 단축 등의 특별 대우는 작업장에서의 차

노동자들이 보다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점은 이

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단 고용주로부

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루에 2만

터의 차별뿐 아니라, 같은 노동자들 간의 편견 및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어

차별까지 포함한다. 이 문제에 대해, AFL-CIO는 현

떻게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

재 국가 차원의 노동법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

스크 착용 등 통상적인 건강 지침은 일반 노동자들

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까지

의 업무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취약 노

법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동자들에게는 충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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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s Angeles Times(2020.5.22), “Businesses are reopening. If you’re older or sick, what happens to
your job?”, Retrieved on May 24th, 2020,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0-05-22/
coronavirus-reopening-preexisting-conditions-seniors-older-workers

독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정책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

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 지급

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3월 말 긴

기준을 세분화하고, 임금 대비 지급률도 인상하도

급하게 사회보장적 지원법안(Sozialschutzpaket)

록 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0% 이상 근로

을 마련한 바 있다. 1차 지원 법안이 발표된 후에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로서 단축근로지원금을 지급

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으

받는 경우, 1~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세후 임금

며, 그에 따른 제한조치 역시 연장되면서, 사회·경

의 60%(유자녀 67%)로 동일하지만 4~6개월까지

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

는 세후 임금의 70%(유자녀 77%), 7개월 이후에는

만 연방노동사회부(BMAS) 장관인 후버투스 하일

세후 임금의 80%(유자녀 87%)까지 지급률을 인상

(Hubertus Heil)이 이 1차 사회보장적 지원법안에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약 6억 8천만 유로의 예

대해 평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원정책은 위기

산도 추가로 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 조치는 한시

상황에 처한 독일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

적인 것으로, 이 법안을 통한 단축근로지원금 인상

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평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2차 지

가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대상 또한 비교적 명확해

원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단축근로지원금을 지

지면서, 지난 5월 15일 제2차 사회보장적 지원법안

급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산정함에 있

(Sozialschutzpaket II)이 연방 하원의회를 통과하

어 법 개정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기간까지

게 되었다. 여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

를 포함하게 된다.

에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중점적 지원정책인 단

또한 노동시장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구직

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에 대한 추가 지원

자들의 취업 가능성도 낮아지고, 노동청의 직업 소

책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연장에 관한 사항이 포

개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직업교육 등)도 제한적으

함되었다.1)

로 수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한시적으로

우선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의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법전 제3권에 기

기존에 최대 12개월 동안 세후 임금의 60%(유자녀

초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업자 중 2020

67%)까지 지급되는 체계였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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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3개월 연장하

으로 약 19억 5천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도록 하였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으로 추가적

다.

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0.5.14), “Weitere Hilfen für Arbeitnehmer”, https://
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 2020/sozialschutzpaket-ii-weitere-hilfen-fuerarbeitnehmer.htm;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5.15), “Befristete Verlängerung der Anspruchsdauer
beim Arbeitslosengeld – Weiterbewilligung erfolgt automatisch”, Presseinfo Nr. 29, https://www.
arbeitsagentur.de/presse/2020-29-befristete-verlaengerung-arbeitslosengeld-weiterbewilligungautomatisch

독일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률, 단축근로지원금 신청 근로자 수 증가
독일 노동시장 관련 통계에 코로나19 사태에 따

축근로지원금을 신청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번 코

른 영향이 반영된 수치가 발표되면서 경기침체에

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얼마

대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

우선 2020년 3월에 비해 약 0.7%포인트 증가하

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여 5.8%를 기록한 4월의 실업률은,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불투명한 측면도 불안감을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도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하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연방노동청장인 데트레

지만 일반적으로 4월의 실업률은 특별한 이슈가 없

프 쉘레(Detlef Scheele)는 월례 정기 언론 브리핑

는 경우 계절적인 영향에 기초하여 감소하였던 것

을 통해 독일이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에 비추어, 그 증가율에 비해 노동시장이 코로나로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연방정부와 의회가 비

인해 받은 충격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적 신속히 지원정책들을 마련하여 관련 법안을

실제로 2020년 4월의 실업자 수는 2019년 같은

통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부 차

달에 비해 약 41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1)

원의 부정적인 예측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원인이

또한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의 경우

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

에는 그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지난 3월부터 4월 26

은 상황에서 각종 지원정책들만으로 경제가 유지될

일까지 약 75만 명이 추가되면서 총 천만 명이 넘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 미지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

는 근로자가 지원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

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약 330만 명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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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4.30), “Der Arbeitsmarkt im April 2020”, Presseinfo Nr. 27, https://www.
arbeitsagentur.de/presse/2020-27-der-arbeitsmarkt-im-april-2020

영국 : 일부 장애인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할 상황
2020 년 5 월 18 일 가디언지는 일부 장애인들
과 그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
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는 상황
보도했다.1)

자들이 출근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
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노동자

현재 영국 정부는 코로

중에는 교사나 슈퍼마켓 점원 등 핵심 노동자(key

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임상적으

worker)도 있다. 또한 영국 정부에 CEV로 등록된 근

로 극히 취약(Clinically Extremely Vulnerable, 이

로자 수는 현재 2백여만 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한 연

하 CEV)’한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식료품 배달

구는 영국 정부의 봉쇄 완화 계획과 관련하여 기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격

질환이 있는 8백여만 명의 근로자가 업무의 즉각적

요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고위험 장애인들이 CEV로

복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 처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2) 일부

이와 관련하여 정부 대변인은 고용주들이 CEV

고용주들이 이를 유급휴가 허용 조건으로 활용하고

등록 여부를 출근 가능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주로부터 부당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CEV로 인정받

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근로자들은 정부 당

지 못한 장애인들이나 그들을 간병해야 하는 보호

국에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다.

1) The Guardian(2020.5.18), “Disabled people in UK threatened with sack unless they go back to work”,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18/disabled-people-in-uk-threatened-withsack-unless-they-go-back-to-work-coronavirus

2) The Guardian(2020.4.19), “Disabled people left off coronavirus vulnerable list go without food”,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 2020 /apr/ 19 /disabled-people-left-off-coronavirusvulnerable-list-go-without-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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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정부,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에게 국민보건서비스(NHS)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
2020년 5월 21일 영국 정부가 비자 발급 시 부과

료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문

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 보험료의 면제대상을

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모든 의료 관련 인력으로 확

다.3) 그러나 보수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리

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 결정에 반발하는 등 압박이 보다 강해지면서, 다

일부만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었다.1) 그러나 현재 연

음 날 대변인을 통해 간병인, 사회복지사, 그리고

400파운드(한화 약 60만 원)인 보험료가 2020년

NHS에서 근무하는 청소부 등 모든 직원에게 NHS

10월부터 연 624파운드(한화 약 95만 원)로 인상

보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의료

이날 발표에 대해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동당과 영국의료협회

영국 노동당 대표는 “ 상식적인 예의(common

(British Medical Association) 등은 보험료 면제 대

decency)의 승리”라고 평가하였으며, 보수당에서

상 확대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왔다.2)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5월 20일까지만 해도 의

도 윌리엄 래그(William Wragg) 의원이 의견을 듣
고 반영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결정이
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 BBC(2020.5.21), “NHS fees to be scrapped for overseas health staff and care workers”, https://www.
bbc.com/news/uk-politics-52761052
2) The Guardian(2020.5.19), “UK government urged to scrap 624 pounds NHS charge for migrant care
worker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19/uk-government-urged-to-scrap624-nhs-charge-for-migrant-care-workers-helping-combat-coronavirus
3) BBC(2020.5.20), “Coronavirus : PM rejects call to scrap NHS fee for overseas carers”, https://www.
bbc.com/news/uk-politics-52732463

스웨덴 : 일부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실시
스포티파이(Spotify), 에이치앤엠(H&M), 텔레

코로나19 항체가 코로나19 재감염을 막는 것인

2(Tele2) 등 스웨덴의 몇몇 대기업들은 직원을 대상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으로 민간 의료기기업체 워랩스(Werlabs)가 제공하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항체검사를 통해 직원들의 상

는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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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확인하고 직장복귀 가능성을 살펴보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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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를 요

스톡홀름 지역에 2,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청한 기업들이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원가 수준으로

이동통신기업 텔레2는 검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추가적인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직원의 경우, 사

명했다. 워랩스는 스웨덴 내 코로나19 검사를 제공

무실로 복귀할 수 있으며 평상시 근무시간 수준으

하는 몇몇 민간기업 중 하나이며 현재 회사에서 실

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하고 있는 검사 결과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

패션기업인 에이치앤엠 역시 5,000여 명의 직원

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청으로 보내고 있다.

들의 항체검사를 시작했는데, 직원들 중 원하는 이

현재 공공보건청은 자원, 인력 과부하를 막기 위

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해 코로나19 우선 검사 대상자를 취약계층, 보건의

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기업과 공공보건청에게 개인

료 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청의 해당

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워랩스도 스톡홀름 지역의 기업 내 직

워랩스의 CEO 헨릭 포쉬베리(Henrik Forsberg)

원들에게 제공하는 검사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는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는 이율 창

1) The Local(2020.5.8), “Spotify and other large Swedish companies start mass coronavirus-testing of
staff”, https://www.thelocal.se/20200508/spotify-and-other-large-swedish-companies-start-masscoronavirus-testing-of-staff

프랑스 : 정부, 부분실업지원금 정부 부담 낮추고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방안 추진
정부는 부분실업 상태인 임금노동자들에게 지급

제안했듯이 해고의 물결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방

되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대하고 전례 없는 부분실업정책을 자연스럽게 종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이 실행된 후, 정부와 고

료하게 될 것이다. 노동부의 추산치에 따르면 4월

용보험공단(Unédic)은 부분실업 노동자들의 임금

한 달간 민간부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60만 명

의 70%(또는 순임금의 84%)를 지원해왔다. 하지

의 근로자들이 평균 2.8주 기간 동안 보상을 받았

만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폐

다. 기존 보상 수준이 지속될 경우 24억 유로 이상

쇄된 영업장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 수준을 임금

의 공공지출이 예상되며, 정부가 이를 유지하기는

의 6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1)

정부는 뮈리엘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지원금이 임금의

페니코(Muriel Pénicaud) 노동부 장관이 4월 말에

70%에서 60%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감소액(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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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부분실업 신청의

프랑수아 아셀렁(François Asselin) 회장은 정부의

유인을 하락시키나 노동자들은 순임금의 84%을

조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지만 현재 부분실업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검토되고

상태인 직원의 업무 복귀와 관련하여 충분한 대책

있는 보건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채택된 후

을 마련하지 못한 회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에 법령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말했다. 한

으로 예상했다.

편 중소기업연합회(CPME)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1) Les Echos(2020.5.25), “Chômage partiel : l'Etat se désengage en douceur”, https://www.lesechos.fr/
economie-france/social/exclusif-chomage-partiel-letat-ne-prendra-plus-en-charge-que-60-dubrut-1205530

프랑스 :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다. 보건 위기가 계속되면 일부 제품의 가격이 이처

물가지수는 2020년 4월에 상당히 둔화되어 1년 동

럼 계속 상승할 수 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한

안 0.4% 증가한 반면 농산물의 경우 지난 12개월

봉쇄정책이 정상적인 소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디플

동안 증가율이 18%에 달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 현

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자동차

상은 수요 증가와 일시적인 공급 감소에 기인한다.

및 가정 용품과 같은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49%

우선 수요 측면에서 프랑스인들의 식료품 지출은

급락했으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지출도 54% 감소

3월 전년대비 8%나 증가했다. 동시에 봉쇄정책으

했고 총소비는 18%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인플레

로 인해 식품산업의 공급망이 교란되어 포장에 어

이션이 둔화되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식품 산업과

려움이 있었고 농업부문은 직접적인 인력부족을 겪

같은 특정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실

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

업과 파산의 여파는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 아니다. 최근 미국 또한 도축장의 강제 폐쇄로

모든 것은 보건 위기의 진화에 달려 있다.1)

인해 돼지고기의 가격이 25% 증가한 사례가 있었

1) Les Echos(2020.4.30), “L'inflation ralentit fortement mais le prix des produits frais s'envole pendant le
confinement”,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conjoncture/linflation-ralentit-fortementmais-le-prix-des-produits-frais-senvole-pendant-le-confinement-1199539

116_

2020년 6월호 <<

세계노동소식
핀란드 : 기본소득 실험 최종보고서 발표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는 핀란드에서 실시한 2

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VATT 경제연구소(VATT

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선임연구원

였다. 보고서의 실험 결과 평가에 따르면 기본소득

카리 해맬래이넨(Kari Hämäläinen)은 지난 정부에

이 실험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는

서 2018년 실시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기본소

있었으나 구직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

득 실험의 2년차와 시기가 겹쳐 이들 중 어떤 정책

로 나타났다.1)

이 구직활동에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유하 시필래(Juha Sipilä) 정부 주도하에 2017년

설명했다.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작된 기본

한편 헬싱키대학교의 헬레나 블롬버그-크롤

소득 실험은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의 실업자들

(Helena Blomberg-Kroll) 교수는 실험 대상자 중

에게 매달 560유로(한화 76만 원)를 제공하는 형

에서 교육수준이나 배경이 조금 더 나은 이들은 기

태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받

본소득으로 생긴 기회(구직 및 사업 시작 등)를 잘

으면서 일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활용했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본소

이 실험은 핀란드의 복지시스템이 기술의 발전으로

득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해 변화할 근로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회보건부(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아이노-카이사 페코넨(Aino-Kaisa

사회보험청은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를 통해 지

Pekonen) 장관은 기본소득 실험이 실업자의 구직

난 2년간 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활동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적 압박, 우울, 외로

지만 실험을 통해 핀란드 사회보장체계 개혁에 필

움, 슬픔 등의 감정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실험의 성과를 높게

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구직활동에

평가했다.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관관계 파악

1) Yle(2020.5.6), “Final verdict on Finland's basic income trial: More happiness but little employment
effect”,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al_verdict_on_finlands_basic_income_trial_more_
happiness_but_little_employment_effect/1133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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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남녀 간 임금격차 역대 최저치 기록, ‘여성/남녀 전체’ 월평균 임금 최고치 기록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2019년『 임금구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임금이 증가하였으나, 45

조기본통계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세 이상에서는 60~69세를 제외하면 임금이 감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일반노동자의 월평균임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19세 이하

(상여, 잔업수당 제외)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30

와 70세 이상의 연령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

만 7,700엔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0.1% 증가한 33

서 전년대비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50~54세

만 8,000엔, 여성은 1.4% 증가한 25만 1,000엔이

가 1.9%, 60~64세가 3.1%, 65~69세가 2.2%로 증

며, 여성과 남녀 전체 월평균 임금은 역대 최고치

가폭이 두드러졌다.

를 기록했다. 또한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계산했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임금

을 때 여성 임금 비율은 74.3으로 남녀 임금격차는

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사부터 모든 산업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

서 단시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1,000엔을 초과

성의 담당자는 “남성은 중고령층에서 임금이 줄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여성의 구성비율이

또한 이번 조사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집

높은 도소매업에서 (임금이) 증가한 것이 배경”라

계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고 분석하였다.

의 월평균 임금은 22만 3,100엔으로, 일반 노동자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4세 이하

의 70% 정도에 불과하다.1)

1) ビジネス・レーバー・トレンド(2020.5), 「男女間賃金格差が過去最小にー厚生労働省」, https://www.
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0/05/040.pdf

일본 : 6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
후생노동성은 2020년 5월 15일, 정신장애에 관
한 산재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을 신설

이 실행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항목에서는 상사의 신

지금까지는 산재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에

체적·정신적 공격 때문에 정신장애가 발병하게 된

관련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6월부터 ‘직장 내 괴

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한) 괴롭힘이나

롭힘 방지’를 의무화한 「개정노동시책종합추진법」

폭행’ 항목을 이용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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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18년도에 정신장애를 이

노동성에서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 기준

유로 산재를 인정 받은 사례는 465건이며, 이 중 직

에 포함되면, 산재 신청이 용이해지고 산재 인정도

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69건이었다. 후생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1)

1) 読売新聞(2020.5.15), 「精神障害の労災基準に「パワハラ」新設…6月適用へ」, https://yomidr.yomiuri.
co.jp/article/20200515-OYTEW515428

중국 : 약 3억 농민공의 최근 변화 추세
2019년 중국에서 농민공 규모는 더 커지고, 농

대비 0.6세 상승했다. 40세 이하 농민공은 전체의

민공의 성(省) 내 이동이 증가하는 대신 성 간 이동

50.6%로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50세 이상 농민

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

공은 24.6%로 전년대비 2.2% 증가해 5년 동안 증

표한「 201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에 따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대학 이상 학력

르면, 2019년 농민공은 총 2억 9,077만 명으로 전

의 농민공이 약간 증가했다. 전체 농민공 중 무학

년대비 241만 명이 증가했다.1) 이 중 현지 농민공

력자가 1%, 초등학교 상당의 학력자가 15.3%, 중

은 1억1,652만 명으로 전년대비 82만 명(0.7%) 증

학교 상당의 학력자가 56%, 고등학교 상당의 학력

가했고, 타지로 이동한 농민공은 1억 7,425만 명

자가 16.6%,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11.1%로 이 중

으로 전년대비 159만 명(0.9%) 증가했다. 타지로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0.2% 증가했

이동한 농민공 중에서 성 내에서 취업한 농민공

다. 농민공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3차 산업 취업

은 9,917만 명으로 전년대비 245만 명(2.5%) 증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 산업

했고, 다른 성에서 취업한 농민공은 7,589만 명으

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 중 51%로 전년

로 전년대비 86만 명(1.1%) 감소했다. 농민공의 기

대비 0.5% 증가한 반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

본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 여성 및 배우자가 있

은 48.6%로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그리고 농민

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농민공 중 남성

공의 월평균 소득은 3,962위안으로 전년대비 241

은 64.9%, 여성은 35.1%인데, 여성의 비율이 전

위안(6.5%) 증가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

년대비 0.3%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농민공 중 배

어가고 있다. 이 중 타지로 이동한 농민공의 소득이

우자가 있는 농민공은 80.2%로 전년대비 0.5% 증

현지 농민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타지

가했다. 둘째, 50세 이상의 농민공이 꾸준히 증가

로 이동한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은 4,427위안으로

하고 있다.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40.8세로 전년

전년대비 320위안(7.8%) 증가한 반면 현지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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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3,500위안으로 전년대비 160위안(4.8%) 증

52.2%와 83.7%로 전년대비 1.5%, 1.6% 증가했다.

가에 그쳤다. 도시에서 거주 중인 농민공의 주거환

도시 거주 농민공 자녀 교육의 경우, 3~5세 아동과

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 조

도시 거주 농민공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4

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진학이나 교육 비용 면에 있

제곱미터로 전년대비 0.2제곱미터 확대되었고, 주

어서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지에 난방시설과 목욕시설이 있는 비중이 각각

1) 國家統計局(2020.4.30)，
「 2019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4/
t20200430_1742724.html

중국 : 도시 지역 노동자의 임금 현황과 특징
2019년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연간 주요

53,604위안이었다.

사업 수익 2천만 위안 이상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

2019년 도시 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 현황은 다음

은 전년대비 10.0% 상승한 75,229위안으로 나타

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2) 첫째, 광산

났다.1) 그중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의 평균 연봉은

업과 제조업 분야의 핵심 업종 평균 임금이 지속적

156,892위안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직원의

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광산업 분야 도시 지

2.09배 수준이었다. 반면 생산제조 관련 직원의 평

역 공영기업과 민영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균 연봉은 59,586위안으로 다른 직원의 79%에 불

11.8%와 12.7% 상승했다. 제조업 직원의 평균 임

과해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일정 규모 이상 기

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 도시 지

업 중 정보 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이

역 공영기업과 민영기업 평균 연봉은 각각 8.4%와

160,170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과학연구 및 기술

7.3% 상승했다. 그중 제약업과 우주항공 등과 같은

서비스업(135,412위안)과 전력·열에너지·가스·

첨단기술 제조업 직원의 평균 임금이 빠르게 상승

수도 공급업(110,822위안)이 그 뒤를 이었다. 평

했다. 둘째, 과학 교육·정보·교통 등과 같은 신흥산

균 연봉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요식업(48,009

업의 평균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도시 지역

위안)과 수리(水利)·환경·공공시설 관리업(51,848

공영기업 중 연구 및 실험 개발, 기술 홍보 및 응용

위안), 주민 대상 서비스업(52,049위안) 등이었다.

서비스, 고등교육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15.9%,

기업 유형별로는 도시 지역 공영기업 직원의 평균

10.2%, 13.2% 상승했고, 항공운수업과 철도운수업

연봉이 90,501위안, 민영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11.5%와 10.0%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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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공공서비스 및 소비 증가와 관련된 업종

각각 13.7%와 13.4% 상승했고, 건강 및 사회복지

의 평균 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다. 생활수준

관련 직원의 평균 연봉이 11.0%, 자동차 전자제품

향상과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관련 업종 직

및 가전제품 수리업·우편업 등 직원의 평균 연봉이

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라디오·텔레비전·

16.6% 상승했다.

영화 업종과 뉴스 및 출판 업종 직원의 평균 연봉이

1) 國家統計局（ 2020.5.15），「2019年規模以上企業分崗位就業人員平均工資情況」，http://www.stats.
gov.cn/tjsj/zxfb/202005/t20200515_1745762.html
2) 國家統計局（ 2020.5.15），「國家統計局人口和就業統計司副司長孟灿文解讀2019年城鎮單位就業人
員平均工資數據」，http://www.stats.gov.cn/tjsj/sjjd/202005/t20200515_1745758.html

브라질 : 소득격차 심화, 상위 1% 월평균 소득이 하위 50%의 33.7배
2019년 기준 브라질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이

지역과 인종, 성별, 학력 수준에 따른 월평균 소득

하위 50% 월평균 소득의 33.7배에 달하는 것으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브라질 경제의 70%

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발표에 따

가 집중된 대도시 상파울루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

르면,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은 28,659헤알(한화

의 평균소득이 2,645헤알(한화 59만 3천 원)로 가

약 643만 9천 원), 하위 50%의 소득은 850헤알

장 높았으며, 북동쪽은 1,510헤알(한화 33만 8천

(한화 약 19만 원)이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

원)로 가장 낮았다. 2019년 기준 브라질의 인구는

는 지니계수는 2019년 0.50으로 집계됐다. 2012

2억 95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42.2%가 남동쪽

년과 2015년 사이 지니계수가 0.494까지 내려갔

에 밀집해 있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월평균 소득은

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노

2,999헤알(한화 67만 2천 원)로 흑인의 1,673헤알

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308헤알(한화 51만 7

(한화 37만 5천 원)에 비해 1.5배를 약간 상회하며,

천 원)이며,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성별로 보면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555헤알(한화

2018년 취업 인구의 43.4%에서 2019년 44.1%로

57만 3천 원)로 여성의 1,985헤알(한화 44만 5천

약간 증가하였다. 1인당 가계 월평균 수입은 1,406

원)보다 28.7% 높았다. 특히 학력 수준에 따른 소

헤알(한화 31만 5천 원)로 가계의 72.5%가 노동소

득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학교 등 고등

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7.5%는 주로 퇴

교육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5,108헤알(한화 114

직금 또는 연금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천 원)로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월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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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인 918헤알(한화 20만 5천 원)보다 6배 높았다.

부 지역은 프로그램 수혜 가구의 비율이 각각 25%

빈곤 퇴치를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빈곤

와 27.6%로 가장 높았으며, 남부 지역은 4.7%에

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불과했다. 빈곤 가구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서

Família)’를 통해 1천 380만(개인가구의 13.5%) 가

비스 조사에서 가구별로 정화조 시설 등 위생시설

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월평균 생계비로 188헤알

을 갖춘 곳은 39.5%에 불과했고, 세탁기 보유율은

(한화 약 4만 2천 원)을 지원받았다. 북동부 및 북

32%, 마이크로컴퓨터 보유율은 12.6%에 그쳤다.1)

1) IBGE(2020.5.6), “PNAD Contínua 2019: rendimento do 1% que ganha mais equivale a 33,7 vezes
o da metade da população que ganha menos”,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594-pnad-continua-2019-rendimento-do-1que-ganha-mais-equivale-a-33-7-vezes-o-da-metade-da-populacao-que-ganha-menos

브라질 :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노동자 더 길게 일하고 더 적게 벌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48.7%가 동일한

시행되면서 비대면 소비의 확대와 함께 배달 업무

소득을 얻었다. 배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 급증하고 있다. 브라질 노동개혁 연구 및 모니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3%가 회사

터링을 위한 네트워크(Remir Trabalho)는 지난 4

로부터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등을 지급받지 못해 위

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달 노동자의 노동실태

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를 파악하기 위해 브라질 26개 도시의 배달 노동자

결과에 대해 우니캄피 대학 노조·노동경제연구소

2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

(CESIT)의 루드밀라 코스텍(Ludmila Costhek) 연

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종사자

구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고 배달앱 기업들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줄여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52%는 주 7일, 25.4%는

수입을 과도하게 조정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임

은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일

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에 달했다.

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1) 브라질 신문 폴

반면 27.6%는 소득 변동이 없으며 10.3%는 소득

야 지 상파울루(FOLHA DE S.PAULO)는 코로나19

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배달 노동자의 72.8%는 주

영향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3월과 4월 상파울루

당 520헤알(한화 약 34만 1천 원)의 소득을 얻었는

배달 노동자 중 56명이 사망하여 전년동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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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수인 38명에 비해 47.3%나 증가했다고 보도하였

동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

다. 브라질 학계는 2019년부터 배달 노동 등 모바

로 인해 플랫폼 노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법적 보

일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플랫폼 노

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1) BBC BRASIL(2020.5.7), “Coronavírus: entregadores de aplicativo trabalham mais e ganham menos na
pandemia, diz pesquisa”, https://www.bbc.com/portuguese/brasil-525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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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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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가 다룬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점, 또는 주제 제안이나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향후 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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