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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감지 가능하
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 경향으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는 포용적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불리는
정책의 부상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약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른바 ‘신자유주의’ 지향의 정책이 덜 강조되거나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는 정책실천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또 다
른 하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으로 칭하여지고 있
는 변화이다. 그에 결부되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노동모델, 일자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대응론이 나타나
고 있다.
고용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양자의 적극적 결합을 통하여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연구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변
화를 경험해 왔던 주요 선진국들이 이른바 ‘포스트 신자유주의
(post-neoliberalism)’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고용노동정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떠한
식으로 형성해 내고 있는지 살펴보며 한국적 함의를 끌어 내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
임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이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전 세계적인 방향성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착목해야 할 성격
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기조가 ‘포용적 디지털화’에 있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연구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질문은 바로
‘한국에서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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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능한가?’에 있다. 연구는 포용적 디지털화의 가능성, 특히
한국에서의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방안
을 모색하는 것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큰 틀에서 ‘포용화’ 정책과 ‘포용적 디지털화’ 정책으로 나누어서
이론-규범-정책별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를 통해 포용화와 포용적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규범임과 동시에 국가별로 자신들의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핵심에 착안하여 한국의
방향과 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포
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근래에 대두한 이른바 ‘포용화’를 향한
논리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들을 점검했고(제2장), ‘포용적 디지털
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들을 살펴보았다(제3장). 각각 주요 국제
기구들에서 포용화와 포용적 디지털화를 둘러싸고 구축한 다양한 논
의와 제언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어서 ‘포용적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주요 국가별 정책흐름들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제4장).
결론적으로 이러한 속에서 한국도 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포용화의
계기로 삼는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비즈니스의 새
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넘어선, 산업민주주의 원리의 강화와 사회적
안전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기획의 새로운 수단으로 디지
털 전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포용적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
회적 대타협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체들의 인식과 노력이 중요하
다. 그 가능성과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크게 (i) 전환 코포라티즘과
노사관계의 혁신, (ii) 노동시장 기제 재구조화를 위한 강조점, 그리
고 (iii) 새로운 사회보호체계 구축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 등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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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식 :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최근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지 가능하
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 경향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포
용적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불리는 정책이다. 여기
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약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른바 ‘신자
유주의’ 지향의 정책이 덜 강조되거나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극복을 지향
하는 정책실천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이는 일종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post-neoliberalism)’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정책패러다임의 변
화를 암시한다.1) 이러한 논의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나 ‘새로운 성장모델(new growth model)’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노동시
장의 ‘이중화(dualization)’ 경향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
를 전개하는 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위치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으로 칭하여
지는 변화이다. 이와 결부되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질적으로 새
로운 노동모델, 일자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대응론이 나타나고 있다.
1) 한국에서는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내지 ‘소득주도성장’
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노동존중사회’라고 하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상의 새로운
방향성을 결합시키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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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990년대에 ICT 혁명을 통하여 일종의 제1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
졌던 것에 비해 최근의 경향은 2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의미와 강도는 보다 더 획기적으로 보인다. 이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의 전환이라고 칭하여지는 변동이 보다 급진적이고 도전
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양상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성의 굵은 변화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고용노동정
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설정은 필연적이면서도 우연적이다. 필연성은 신
자유주의의 쇠퇴라고 하는 예견된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점이다. 우연성
은 경제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새롭고 커다란 도전이 굳이 이 시기에 뒤따
르고 있는 점이다. 양자의 적극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구
축이 요구되는 바, 아래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본
연구의 과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1. 상황인식
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그 한계 그리고 ‘포용화’의 대두
고용노동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약 30년간
위세를 떨쳐 온 패러다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른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이다. 유연성을 강조하고, 노동을 파편화시키며, 특히 종래의
안정적인 피고용인(employee)의 지위에 공격을 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원군은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글로벌 경제
의 심화는 시장의 전면 확대를 의미했고,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
들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일종의 ‘레짐 쇼핑
(regime shopping)’을 즐겼다. 각국 고용노동정책은 최대한 자신의 노동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움직여 가려 했고, 정책은 그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혁(탈규제화)을 도모해 갔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태동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맹위를 떨
치다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되어 갔다. 신자유주의 시대 사
반세기 동안 각국 경제는 보다 긴밀하게 글로벌화해 갔고, 그 이전 시기

제1장 서 론

3

서구에서 일자리를 매개로 발전되었던 민주주의의 구현 및 복지국가의
운용방식은 변화를 겪었다. 이는 그 이전에 복지국가나 케인즈주의 패러
다임 하에서 고용안정이나 완전고용을 강조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고
용행위에 일정한 사회적 부담과 책임을 강하게 지도록 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사용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면제시
키려 했고, 노동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국가
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한 인식은 이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
논의로 이어졌다. 사용자가 노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안전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말하자면 고용안정은 포기해
도 사회 안정은 보장되도록 하는, 자본과 국가 간의 새로운 분업구도의
설정이 추구되었다.2)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핵심적 변화는 일자리
의 다양화(diversification)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자리 질서가 재구조
화된 것에는 서비스산업의 증진, 저성장시대의 돌입, 사회서비스 필요의
증대, 그리고 정부의 특정한 방향으로의 경제정책의 추진 등이 주요하게
작동하였다. 특히 노동은 고용, 비고용,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계약관계의
형태를 취하며 영위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일자리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분화라고 하는 중립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말기엔 부족하다. 그것
은 단지 수평적 분화만이 아니라 수직적 분화까지도 동시에 수반한 것이
기 때문이다.
수평적 측면의 재구조화가 노동시장의 영역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진 측
2)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 정책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그러한 흐
름을 인정하면서도 ‘질서 있는 후퇴’를 위하여 사회협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기도 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 1980년
대까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바 - 민주적 코포라티즘(democratic corporatism)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세나르
(Wassenaar) 협약을 통해 안정성이 높은 시간제 일자리의 대거 창출을 통해 협의
경제(concertation economy)의 위력을 다시 뽐내게 된 네덜란드였다. 유명한 코포
라티즘의 국가인 독일은 네덜란드와 달리 중앙 사회협약을 통한 방식의 신자유주
의화 내지 유연안정성의 실현은 실패를 하는 대신, 미시적으로 ‘기업수준의 고용연
대’와 같은 조치들은 새로운 고용안정의 기제를 마련하면서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식의 ‘미시 코포라티즘(micro-corporatism)’의 활성화를 ‘양보교섭’의 모양새를 하
면서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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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말한다면, 수직적 측면의 재구조화는 노동시장의 취약화(precarization)
가 심화되면서 위계화, 양극화(polarization), 이중구조화(dualization) 등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측면의 분화(differentiation)
는 사회과학에서 원론적으로 주목하는 자연적인 사회현상일 수 있지만,
수직적 측면의 취약화(precarization)는 일정한 평가를 동반한 가치론적
및 정책론적 함의를 지니는 개념이다. 일자리 질서의 수직적 측면의 재구
조화, 즉 취약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격을 갖는, 말하자면 저질의 일
자리들의 수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
화 내지 이중구조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졌다. 신자유주의 시대 일자리
질서의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직적 위계 내지 분단화, 분절
화(segmentation)의 강화로 전사회적으로 차별화된 기회구조가 고착되고
노동자들 내에서 일정하게 신분제적 질서가 초래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일자리의 수직적 분화 결과로 인한 안정성이 약화된 일
자리의 출현은 사용자들이 일자리를 영위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더 이상
높은 책임을 지니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노동자
들과 사용자들 간 결합의 밀도가 달라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약한
경우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내지 사회적 시민권
(social citizenship)의 수준에 있어서도 약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신
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은 더 이상 장기고용을 매개로 한 노사 공동체로서
의 성격을 잃어 갔다.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로 ‘일
시적(temporary)’이고 한시적인 관계들을 맺으며 일자리 내에서 존재해
가게 되었다. 일자리와 직업이 일치되어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었던 이전
과 달리, 일자리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일치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고용형태나 기업규모 그리고 기업 간 거래관계의 성격(예
컨대 원청-하청) 등에 따라 상이한 처우기회와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일자리들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일자리
종사자들이 향유하는 민주주의와 복지의 정도의 다양화 내지 차별화를
의미했다. 일자리를 매개로 해서 존재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계층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구조변동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보다 포
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 질서가 재구조화되도록 고용관계와 노사관

제1장 서 론

5

계 모두를 향해 전개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러한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신자유주의화라는 변화가 진행되면서 후속세대들이 그 폐해의 직격탄
을 맞게 되고, 고령자들 역시 그러한 부작용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 갔
다. 생활세계의 시장화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통
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다. 출산율은 저하되
었고 사회재생산의 위기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일자
리를 매개로 한 지속적인 노동기회의 확보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결
혼과 출산, 가족구성 등 기초적인 사회관계를 마련해 나가는 기회를 간접
적으로 박탈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저성
장 시대의 돌입, 기업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등이 작동하면서 문제는
설상가상화해 갔다. 경제정책이 분배나 노동소득에 맞추어지지 않으면서,
기업의 이윤은 높아져도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점점 낮아지는 노동대중
의 빈곤화 경향도 나타났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일자리를 매개로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기회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식으로까지 나아가고, 이는
일터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궁극에 한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
통합의 위기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이상 신자유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전횡이 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의 양보를 강요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러한 방향에서 OECD나 ILO 등 국제기구들은 공히 ‘포용적 성장(inclusvie
growth)’, ‘임금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decent work)’ 등을 강조하는 방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들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
하고 더 이상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정책을 피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
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독일의 경우 기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영향이 하르츠 개혁이었다
면, 2000년대 후반부터 그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기조가 작동을 하고 그
결과로 최저임금과 같은 기제가 출현한다. 하르츠 개혁에서 최저임금으
로의 변화는 독일의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단면적으로 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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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도 오바마 정부 하에서 진행된 의료보험개
혁, 여러 주들에서 캠페인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강한 인상,
그리고 법원들이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만드
는 판결 등 포스트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역시 보
수적인 아베노믹스 하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이 강조되면서 명확하게 기
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3)
이제는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강화된 이러한 흐름은 일단 넓게
포스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종래의 이윤주도성
장에 대해서 임금주도 내지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케인주주의적 인식론
이 대두를 했고, 불평등이 초래하는 경쟁력 악화의 부정성에 대한 성찰론
이 고개를 들었다. 그 이전까지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던 OECD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처방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갔다. 큰 틀에서 이러한 변화를 ‘포
용화’라고 칭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 이후 즉 ‘포스트 네오리버럴리즘
(post-neoliberalism)’ 시대를 대표하는 일자리 정책상의 경향을 압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디지털화의 도전4)
신자유의가 퇴화하고 있는 듯한 시기,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경제
의 디지털화’가 들이닥치고 있다. 산업적으로 그것을 특징짓는 여러 요소들
은 여러 가지이다. 예컨대 실시간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가능해
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같은 현상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산업의 변화는 고용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자리의 양적 변동

3) 각국의 탈신자유주의적 고용노동정책의 도입은 본문의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
루었다.
4) 이 부분의 내용의 일부는 필자가 집필한 칼럼(“4차산업혁명과 노동, 달라야 할 대
응법”, 한국일보 2017. 4. 13)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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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지고는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고용 자체의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플랫폼(platform)의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 말하자면 ‘떼노동’의 확산은 지금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노동의
세계다. ‘종속적 근로자’의 의미나 비중은 약화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질서의 개편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즉, 디지털
시대, 표준고용관계의 약화 내지 중심성 상실은 명확해 보인다. 임시적이
고 단기적인 계약관계로 인력을 충원하는 ‘긱 이코노미’의 등장과, 공간과
시간의 제약없이 가상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거래하는 ‘크라우드 소
싱’, 보다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가 1 : 1로 관계맺
는 ’우버형’ 플랫폼 노동의 등장 등은 이제 익숙한 현실이다. 이들이 처한
노동지위에서 기인하는 불안정한 소득원이나 사회보호망은 디지털 경제
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로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기술발전패
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변화의 추세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플랫
폼경제가 대표적 수단이다. 이러한 기술발전 패러다임은 현실에서 고용노
동정책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노동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도모되기 시작하였고, 일자리 질서의 근본적 변
화가 예견되고 있다. 각국은 그에 대비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개념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미래가 가져올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은 그다지 마
음 편하지 못하다. 이미 우리의 노동질서는 이른바 ‘헬조선’이란 표현에서
도 보이듯이, 사회의 퇴행적 변동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현상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비정규직의 만연화는 익숙해졌고, 아웃
소싱의 분별없는 확산으로 일자리 질서는 계층화되어갔다. 사회통합이나
경제의 활성화도 모두 오늘날에는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니 디지털화가 오늘날의 문제적 상황을 처방하기보다, 외려 문제
를 더욱 더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디
스토피아적 시각에 반발하며 디지털화의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다. 디지털화 또한 언제나 그렇듯이 자동화가 진전될 때마다 빈
번히 나타나던 자본의 협박 내지는 또 다른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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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다. 심지어는 21세기형 ‘러다이트 운동(기계파괴운동)’을 들먹이며,
무인 스마트 공장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다. 포용화와 디지털화의 충돌? 복합적 패러다임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화의 가능성? 새로운 다양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명적 변화가 앞으로 노동세계에 초래할
질적인 변화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에 있다. 과거처럼 국가주도의 성장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경
제ㆍ산업지상주의적 시각에서만 판단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기 어렵다.
의미심장한 것은 현재 앞서 언급한 포용화와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디
지털화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경향은 의도하지 않게
우연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태동을 해서 같은 시기에 세계 각국 정부들의
정책적 경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모순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다. 우선 포용적 성장이나 포스트 신자유주의론적 정책기조는 일자리의
창출,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고 또 기존의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것이 내수시장확대의
기반이 되고 그를 통해 새로운 투자동력의 확보와 성장기반의 마련을 도모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4차산업혁명 담론에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바
로 일자리의 위기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일자리 소멸론으로 대표된다. 이미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몇 개 소멸될 것인가가 4차 산업혁명론에 바
로 뒤따르는 논의이다. 또 종래의 고용 중심적 노동시장 질서는 이제 고용
을 넘어선 경계의 노동의 확산이 대세라는 식의 인식도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는 전통적인 양질의 고용에 대한 집착은 미래 부적
응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인간적이고 노동이 존중되는 디지털화의 비
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양자의 후자가 전자를 ‘물타기’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지난 약 10년 정
도의 시간을 두고 전개되어 왔던 탈신자유주의화의 정책패러다임을 ‘포
용화(inclusivization)’라고 칭한다면, 그러한 포용화의 흐름의 맥락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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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서, 현재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것을 ‘포용적 디지털
화(inclusive digitalization)’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아직까지 현실의 정책에서 양자의 결합은 현재 본격적으로 강하게 나
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포용적 성장론에 입각한 고용체제 전환론에
서는 노동시장의 양질화가 거시경제적인 순기능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
는 논리에 주로 천착하지만, 실상 경제의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노동시장
에서의 구조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한 전제 위에서의 포용이 어
떻게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주로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지배적이며 그것을 고용정책으로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결과 현실에서 두 가지의 정
책담론 패키지는 각각 따로 논의되는 추세인 것이 지배적이다.5)
현재의 IT산업이나 디지털플랫폼을 이끄는 최강의 기업들 - 예컨대 애
플, 구글, 페이스북 등 - 모두 일자리와 관련하여 ‘포용적 디지털화’에 대
한 인식이 그다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역
시 그러한 인식을 두드러지게 하며 대안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보이
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이미 IT분야의 일자리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개
발자들의 경우 상당한 불안정성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박명준,
2013). IT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성은 상당히 미흡한 양상이며, 이는
제조업의 ITC(Information and Communicatons Technologies)화에서도
ITC화로인해서도 크게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마치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질서 불안정화’의 보편화, 종래 표준고용관
계 해체의 기정사실화를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현실의 추세는 이미 취약
화되고 비표준화되어 있는 일자리들을 그저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화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을 종래의 정규고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가려는 식으로 전개되는 듯하다.6)
5) 그나마 독특하게도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이른한 ‘노동하기(Arbeiten)4.0’과 같이
두 가지가 결합된 정책담론을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도모하고
있는 양상 정도가 대표적인 결합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에 새로이 투입되는 IT인력들은 종래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단위로 묶여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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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정책패러다임 변화요인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나라들의 노동시장의 상황(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에 실현되
어 있는 정도), 노사관계의 역학관계(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 주된 산
업구조의 특성, 그리고 정부의 성향 등에 영향을 받으며, 독특한 결합
(articulation)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본고의 제4장에서 다룰 독일의 ‘노동
하기(Arbeiten)4.0’과 같은 시도는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적으로 추구하면서 일종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디지털 자본주의(postneoliberal digital capitalism)’를 지향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맹아적 실
체라고 볼 수 있다. 둘을 결합시키든 별개의 흐름으로 하든, 또 전면적으
로 전개하든 부분적으로 전개하든 간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는 방
식, 정책이 결과맺어지는 양상, 그 내적 동학 등은 국가별로 일정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포스트 신자유주의 디지털 노동
체제의 다양성 내지 포용적 디지털화의 스펙트럼화를 초래하며 구현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상황 고찰 : 복합적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한국이나 스페인과 같은 신흥 민주주
의 국가들에서는 내적인 민주화 지향성과 외적인 신자유주의에의 압력이
만나 일종의 이중전환의 계기를 마련했고, 그 가운데에서 양자의 가치를
조합시키기 위한 공방이 전개되면서 사회적 대화나 사회협약과 같은 노동
정치적인 수단이 태동, 진화해 가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학자들에
의해 ‘87년 노동체제’라고 하는 식의 개념화가 이루어졌고, 결국 1997년
이후 민주화의 요구가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밀려 시장화, 탈규제화의 성과
의 뒤안길에서 엄청난 사회통합의 과제를 남기고 말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지난 7～8년간 세계가 ‘포용화’로 움직이던 시기에도 한국은 그러한 흐
름을 적극적으로 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일었던 탈신자유
주의화의 흐름이 한국의 보수정부가 이전의 신자유주의의 길에 노골적으로
몰입하며 지속해 가는 것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효과를 보였을 수도 있으나,
실상 한국에서의 정책은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적 기조 하에서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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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
현 시기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서의 탈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최초의 정
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요한 정책화두는 주지하듯이 ‘노동존중사회’이다.
이는 그 자체로 과학적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식의 ‘포용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초기 정책추구의 방식과 속도,
수단 등에 있어서의 한계도 지적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 노동시간의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대 등의 시도들은 모두 과거
신자유주의 경제사회노동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들로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더 해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심화가 도모되어질 전망이다. 특
히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일터민주주의의 위
기를 새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는 노동이해대변을 두텁
게 하고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현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
고 보며, 이는 한국이 드디어 포용화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상황이
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디지털화는 어떠한가? 주지하듯이 한국은 지난 시기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 중 하나로 도약하였
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화 내지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해
왔다.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Industry 4.0, Intelligent IT와 같은 개념
등으로 구체화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혁명을 이른다.8) 한국에서 디지
7) 예컨대,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정년 60세’나 ‘9.15사회적 합의’ 등의 조치는 부분적
이나마 그러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전반적인 경
제정책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있었던 파편화되
고 부분적인 시도였을 뿐이다. 9.15 합의는 그것을 근거로 정부가 결국 ‘양대지침’
과 같이 노조를 적대시하며 산업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조치들을 행하는 수단으
로 활용되었고, 대체로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활자들의 의미와 달리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화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었다고 본다.
8)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IoT를 베이스로 한 제조업 혁신 전략인 2012년부터 Industrie
4.0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미국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산업과 혁신기업들의 기술
력을 기반삼아 공유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또한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로봇산업을 개발시키고 Society 5.0을 천명하여 국가주도의
신성장전략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각국은 제조업/서비스업의 분포도, 산업화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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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화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계기는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경
기가 결정적이었다. 직관과 기지, 순발력과 창의력 등 인간의 고유한 능력
을 발휘해야 하는 바둑경기에서 인공지능의 승리가 AI에 대한 일종의 공포
감과 패배감을 안겨준 것이다. 이후 디지털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성장전
략과 기업혁신에도 상당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오늘날 한국의 정책적 대응
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을 거쳐 2000
년대 IT 벤처 붐을 일으켰다.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의 온라인 기반 사
업들이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였으며 스마트폰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사업을 창출하였다. 2010년 초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적
경제’라는 명칭 하에 국가주도 산업발전전략이 추진된 바 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수출산업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확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내 놓고 있는 상황
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창조적 경제’실현을 목표로 하는 ‘산업 3.0 전략’을
통해 1만여 개의 제조기업에서 ‘스마트화’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종합계획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종합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2016년 중반 이후 급기야 정보 및 공보 합동 자문위원회(2016년 5월), 지
능형 정보사회추진팀(2016년 9월),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2017년), ‘정보
사회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개념화 및 ‘4차산업혁명과의 연계적 조
치’(2016년), ‘4차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2016년) 등을 추
진해 갔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지능형 IT 분야 R&D와 관련한 정부집행예산에
있어서 미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 매우 적다. 2016년 IT분야에 대한 R&D
정부예산은 회계기준 0.7%에 불과하였다. 이는 뛰어난 ICT 인프라를 보
준 및 기술개발력, 정책 동력 등에 따라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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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음에도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교육에서도 소프트웨어 기
술력 습득을 기초로 창의력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비판하는 이들은 오늘날 한국의 대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며, 기존정책이 단순히 재활용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특히 4차 산업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있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며, 산업자원부나 노
동부, 과학기술부 등의 정책연계성이 부족한 탓에 포괄적인 산업-노동과학 기술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산업구조 자체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의 부족함
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포용화가 그에 유기적
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이미 미시적
현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이 상호상승적이 아니라 상호배치
되는 양상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정책적인 접근의 섬세하지 못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포용적이지 않은 4차산업혁명, 내지는 4차산업혁명을 무시한
포용적 성장 등의 경향으로 치우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보인다. 대표
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17년 7월에 확정된 최저임금의 경이적인 인
상은 중소규모의 자동차산업 부품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안겨주
게 되고, 그러자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대신 자동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에서 현재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관건은 ‘노동이 존중되
는 포용적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그것의 실현을 향해 노
력해 가는 것에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회귀적인 정규직 고용의 경직된
틀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화된 경제세계
에서 필요로 하는 근무조건을 원활히 구축해 가면서도, 거기에서 종사하
는 인력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회적 안정성, 즉 사회적 시민권을 향유하게
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 앞에서 정부나 노동조합 모두 본격적이
고 적극적으로 대안의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약하다. 정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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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했듯이 정합성 없는 일자리 대책의 나열식 제시와 4차 산업혁명을 마치
개발국가시대의 산업전략 다루듯이 모색하려 하는 한계를 보였다. 노동조
합의 인식과 실천은 매우 얕은 상태에 있으며, 독일의 노조처럼 새로운 변
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질서를 함께 구축하려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하다. 이
는 과거 한국에서 ‘노동배제적 자동화’가 일자리 질서를 양극화시키고 적극
적인 고용창출의 기회를 차단시켰던 시기 기업별 노조가 그에 담합하여 수
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대응했던 양상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은 이미 비정규직의 남용이 심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확대된 나라
로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노동이해대변이 편중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적
극적인 사회연대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나 디지털화의 경향에
대해 노동조합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화의
전면화를 새로운 포용화의 계기로 삼는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상
황이다. 디지털화는 단순히 비즈니스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넘어선, 산
업민주주의 원리의 강화와 사회적 안전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기획의 새로운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포용적 디
지털화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체들의 노력
이 겸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개요

1. 연구목적과 연구질문
가. 연구목적
정책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유는 현실의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인식의 변화는 물적조건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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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의 관계의 변화와 패
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한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그것을 가지고 보다 일찍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관계의 변화, 나아가 물적 조건의 변화까지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한 나라의 성공담은 다른 나라에서의 변화를 추동
하고 새로운 논리와 세팅(setting)은 그러한 식으로 일반화되어지곤 한
다. 영원불변의 패러다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언제
어디에서 전혀 듣도 보고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인간사회에 자주
출현하는 것도 아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변화를 어떠한 식으로든 경험해 왔던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이 포스
트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고용노동정
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떠한 식으로 형성해 내고 있는지 가름해보
고자 한다. 즉,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
임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이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
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도모되었다. 부제에
서 언급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인 방향성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착목
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기조가 ‘포용적 디지털화’의 성격
에 있다는 것이다.
나. 핵심 연구질문
이 연구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 질문은 바로 ‘포용적 디지털화
로의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한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
리는 두 가지의 질문 꾸러미들을 이어서 구축할 수 있다.
첫째는 정책패러다임의 규범의 변동과 두 가지 흐름의 현실적 결합에
관한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은 이 두 가지의 새로운 경향
과 도전에 직면하여 현재 주요국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가
고 있는가? 일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든 포스트 신자유주의든 고용노동
정책상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의나 논리가 어떠한
식으로 제시되고 정교화되고 있는가? 그러한 논의들은 상호 어떠한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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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결합을 통해 어떠한 색깔과 톤의 정책
패러다임이 고용노동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또 실행되고 있는가?
둘째는 새로운 정책적 흐름의 영향력이다. 즉, 그러한 흐름은 궁극에
어떠한 모습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시켜 내는 쪽으로 갈 것
으로 기대되는가? 현실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그러한 요인들은 어떠한 상이한 미래를 예견케 하는가?

2. 분석주제
가. 이론-규범-실상-교훈
이 연구는 포용적 디지털화의 가능성, 특히 한국에서의 그러한 방향으
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크게 이론
-규범-실상의 3가지 양상을 조명해 본 후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위한
교훈을 끌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이론적으로 포용적 디지털화에 대한 이론이 강고히 정립되어 있
지는 않지만, 적어도 포용화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포용적 디지털화를 이
론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포용화와 포용적 디지
털화는 어떠한 이론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고 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둘째, 포용화와 포용적 디지털화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일정하게 보
편적 규범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의식 하에서 어떠한 방
향성과 내용성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
고 있는 국가들의 다양한 실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별
로 포용적 디지털화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나라
의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넷째, 한국에서의 포용적 디지털화의 미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향성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론적 차원, 국제 규범적 차원, 그리고 주요국들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정책의 포용

제1장 서 론

17

적 디지털화의 길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나. 주요국들의 양상 파악
이론과 규범이 보편적이라면 4장에서 다룰 각국의 실상에 대한 내용은
특수한 것이다. 이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보다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던져야 할 특수한 질문들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국에서 그 동안 신자유주의 고용노동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러한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현실에서의 노동의
파편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독일의 산업사회학자들이 강조한 주관
화(Subjektivierung)와 탈경계화(Entgrenzung) 등의 경향을 말한다) 이러
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강조해 왔던 새로운 사회적 안전성 논의, 즉 유연
안정성 논의는 어떤 식으로 또 어떠한 정도로 발전되어 갔는가?
둘째, 지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해당국 고용노동정책상에서 포스트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변화의 징후는 존재하는가? 기존의 유연안정
성 논의보다 더욱 더 나아간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론과 같은 식의 논
리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서 얼마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는가? 그
러한 정책을 추구해 간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시대인식이 그 흐름을
일으켰는가?
셋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그 나라의 새로운 전략적 논의 기구는
무엇인가? 그러한 기구에서는 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상정하고 어느 정도
로 다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처방은 어떠한가?

3. 분석대상과 자료
가.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는 속칭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모두를 담지하고 있는 통합적 개념이지만,
양자는 사실 일정하게 구별된다. 그것 자체가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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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한국에서 전자는 노동시장정책을, 후자는 노사관계정책을 가리키는
쪽으로 사용된다. 달리 말해 전자는 일자리를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들을
바꾸어 내는 노력이고, 후자는 심각한 갈등을 제어하면서 변화를 도모해
가기 위하여 일자리를 둘러싼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을 추동해 내는 노력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디지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것의 한국적 실현경로가 어
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답을 찾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
업은 새로운 정책담론,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를 구축하는 시도이기도 하지
만, 현실에서 모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이 충돌하는
양상들을 효과적으로 융합(integration) 내지 조합(assembly)시켜내려는
적극적인 인식론적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단 그러한 식으로 정책담
론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일
단 유관 정책담론들 자체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필요하다. 일단 위에서 언
급하였듯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이라고 하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사고하며 궁극에 양자의
적절한 결합을 지향하겠으나, 일단은 정책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양자를
각각 분리시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는 주로 큰 틀에서 ‘포용화’ 정책과 ‘포용적 디지털화’ 정책
으로 나누어서 이론-규범-실상별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것을 통해 궁극
에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포용적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규범
임과 동시에 국가별로 자신들의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핵심에 착안하여 한국식의 포용적 디지털화의 방향과 전략을 구
축해 보자는 것이다.
이론이야 각 흐름별로 주요한 논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
면 되었고, 규범은 OECD, ILO, EU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시기별로
정립한 가이드라인이나 전략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살펴보는 식으로 했
다. 그리고 국가별 실상은 각국에서 전개되어 온 포용화 정책의 주요한
양상들, 그리고 그 후에 도입되고 강조된 포용적 디지털화의 주요한 정책
담론과 흐름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가설과 검증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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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엄밀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국가별 다양성에 대한 이해
는 자연스럽게 제도주의적(institutionalist) 접근 방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Varieties of Capitalisms : 일명 VoC)적인
시각에서 근래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이다.9)
따라서 VoC이론에서 가장 크게 대비되는 미국식(Anglo-Saxon) 자본
주의와 독일식(Rhein) 자본주의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함
께 우리에게 주요국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들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검토하고자 했다. 실제 분석은 영국과 일본의 것은 일정하게 담았다. 프
랑스의 경우 포용화와 포용적 디지털화의 뚜렷한 구분과 흐름을 본 연구
의 틀에 맞추어 간파하지 못한 관계로 잠정적으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
고, 대신 프랑스식 포용적 디지털화 전략이라고 파악되는 ‘메틀링 보고서’
를 본문 내에 <보론>에 소개하였다.
나. 자 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문헌자료들이 주를 이룬다. 이론-규범실상과 관련해서 모두 주로 기존의 문헌자료들과 해당국에서의 상황을
드러내는 문서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그와 더불어 부분적으로 인터뷰 등 질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연구
자에게 ‘여행’은 자료수집의 중요한 기회이다. 자료수집, 특히 질적자료의
수집은 그 과정에서 현장의 분위기, 발언, 문서들을 통해 연구자가 종래
에 지녀왔던 협소했던 안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계기로
작용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본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필자들은 다양
한 연구여행의 기회와 자료수집의 기회를 가지면서 이 연구에 필요한 안
목을 증진시켰다.

9) 이 연구의 애초의 부제는 ‘자본주의 다양성을 넘어’였으나, 제도주의적 분석의 엄
밀한 수준으로까지, 그래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최근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와 연계지어 이해하는 수준으로까지 깊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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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의 구성
제2장에서는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 근래에 대두한 이른바 ‘포
용화’를 향한 논리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점검한다. 그 일환으
로 OECD, ILO, 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한 다양한 논의와 제언
들을 점검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그러한 흐름 위에서 나타난 디지털화의 도전에 대한 응전
으로서 ‘포용적 디지털화’에 관한 논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와 연계
된 새로운 국제규범들을 다루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역시 OECD, ILO,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한 다양한 논의와 제언들을
점검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주요국가별 정책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각국에서 도모되고 있는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양상
을 집약해 보았다. 흔히 주요 5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 미국, 프랑
스, 독일, 일본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다루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앞서의 분석들을 정리하면서 그로부터의 발견
점들을 ‘포용적 디지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 하에서 종합적
으로 고찰한 후,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한국의 고용노동정책패러다임
전환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제언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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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포용적 성장론과 소득주도성장론 : 이론적 기반

오늘날 대두하고 있는 ‘포용화’의 이론은 포용적 성장론과 소득(임금)
주도성장론이 대표적이다. 이 절에서는 두 이론의 논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은 고용노동정책의 ‘포용화’ 기조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적 기반
을 이룬다.

1.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성찰
오늘날의 소득불평등은 20세기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부가 일부
에만 집중되고 대다수가 부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은 공동체의
응집력을 해체시키고, 공정성과 형평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린
다. 무엇보다 불평등한 소득분배, 소득의 양극화는 성장 잠재력의 가능성
을 약화시키며, 보다 잦은 경제위기를 초래한다(Atkinson et al, 2011;
Ostry et al, 2014; IMF, 2014; OECD, 2012a; ILO, 2008a; ILO, 2015). 포
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주창하는 이론들은 이같이 불평등과 성장
간에 존재하는 부(-)의 관계에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주장은 쿠츠네츠의 이론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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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하여, 여러 연구들에서 다뤄져 왔다(Kuznets, 1955; Persson &
Tabellini, 1994). 대표적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enabou, 1996; Deininger &
Squire, 1998; Alesina & Rodrik, 1994; Alesina & Perotti,1996). 최근에
는 소득분배 악화가 경제 침체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분석하는 연구
(Kumhof & Rancière, 2010; Berg & Ostry, 2011)뿐만 아니라, 소득불균
형 해소 없이는 경제 회복이 어려움을 실증한 연구(Galbraith, 2012; Palley,
2012; Rajan, 2010; Stiglitz, 2012), 그리고 복지확대와 성장 간의 정관계를
다룬 연구(Saint-Paul and Verdier, 1993; Perotti, 1993; Banerjee and
Newman, 1993; Aghion and Bolton, 1997)도 존재한다.10) 그밖에 페로티
(Perotti, 1996), 그리고 알레시나와 페로티(Alesina & Perotti,1996) 등처
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이 실현될 경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 등이 나타났다.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
한 연구로는 베르그와 오스트리(Berg & Ostry, 2011)가 대표적이다. 이들
은 장기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서 정치적 조직이나 교육수
준, 자유교역, 국제적 금융통합도, 수출경쟁력부터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본 후,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가 성장지속성
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을 10% 완화할 경우, 성장의 기대길이는 50% 가량 증가한
다. 게다가 불평등은 그 자체로도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이지만 다
른 요인들에 보다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Berg & Ostry, 2011: 8～13). 이들의 연구결과인 [그림 2-1]은 성장기간
과 불평등의 관계(Duration of Growth Spells and Inequality)를 보여준
다. 여기에서는 불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의 지속에 부정적 영향
을 끼침이 확인된다.

10) 이들은 정부의 복지 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인적자본투자를 촉진할 경우, 전반
적인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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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성장기간과 불평등의 관계(Duration of Growth Spells and
Inequality)

자료 : Berg&Ostry(2011).

오스트리 외(Ostry et al., 2014)도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불평등과
성장, 재분배의 연관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따져 보았다. 5년 분량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속도와 지
속기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분배의 규모 자체를 통제한다
는 것이었다(Ostry et al., 2014: 15～16).
베르그와 오스트리(Berg and Ostry,2011) 및 오스트리 외(Ostry et al.,
2014)의 연구는 공히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좌우할 수 있다는 가
설을 뒷받침한다.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경제성장의 규모와 속도, 그리고
지속성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킨슨 등(Atkinson et al.,
2011), OECD(2011), 피케티(Piketty, 2014) 등 여러 연구에서도 오늘날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 구조와 경제성장의 역관계를 탐색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불평등의 영향을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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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원에서 입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서 소득분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2. 포용적 성장론
오늘날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대두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론’이다. 포용
적 성장의 패러다임은 경제성장(economic growth)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를 동시에 추구하며, 경제성장의 속도와 패턴을 모두 고려하는
성장방안이다(Hasmath, 2015; WEF, 2015).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양적
팽창에 기반한 속도전에 주안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질적 향상을 위한 패
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핵심은 고용기
회의 창출과 빈곤 감소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는 데에 있다(WEF,
2015).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와 생산적 고용을 통해 성
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포용적 성장론은 ‘성장’의 정의에 있어서
부터 기존의 패러다임과 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이론적 모태는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연구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경제적 수단뿐 아니라 사회적 수단을 통해 공
동체 내의 평등성과 동등성을 향상시키고 개개인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
자고 주장한 바 있다(Sen, 1992). 포용적 성장론은 그의 철학적 아이디어
를 정책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
보다 다듬어지면서 그것의 목표, 가치 그리고 포괄적인 정의가 정립되어
갔다. 대표적으로 레자 하스마스(Reza Hasmath)는 포용적 성장을 기존
의 경제방식과 비교하면서, 기존의 경제 성장방식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포용적 성장에서는 ‘성장’
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포용적 성장에서는 구성원
들의 삶의 수준을 평등하게 높이는 데에 주안을 두며, 경제성장을 노동시
장 참여나 인적자본, 건강, 환경수준, 사회적 보호, 가정, 먹거리 안전 등
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시킨다. 즉,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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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최대한 많은 이들
에게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Hasmath, 2015).
포용적 성장이 함의하는 핵심을 균등한 기회 배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성주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 과정의 참여에 있어 모
든 경제주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짐을 의미한다. 모든 이가 성장과정에
참여하고 그 성과물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성장 수혜의 공평한 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윤성주,
2017: 9).
다만, ‘포용적 성장’이 무엇을 수반하며 어떤 것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 이 같은 개념적 불명료성은 정책
목표 설정에도 상당한 난점을 동반한다. 이를테면 포용성이 목표로 하는
정책 대상이 ‘빈곤층’에 한정되어 있는지, 또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지에
따라 정책운용의 원리는 전혀 달라진다. 전자라면 친빈곤적 성장(propoor growth)에 가까워지며, 후자라면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
내지 - 더 밀고 나간다면 -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주장으로까지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포용적 성장을 경제운용원리로 삼을 것인지, 아
니면 분배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서도 정책의
빛깔과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국가, 기업, 국민 등 포용적 주체의 차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11)
11)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여러 정책 공간에서 상당히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를테면 일본의 포용화 정책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대상주체를 ‘노동자’에도 두지
만, 때로는 ‘기업’으로도 본다. 기업 간의 공정거래,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을 논할
때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의 다층화
로 인해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단지 기존 시스템과의 접목
에 그치고 말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제재정백서, 통상백서 2017년판에서는
4차산업혁명+자유무역증진+포용적성장+노동방식개혁+그 외 통화 및 재정정책
등을 정책 패키지로 묶어서 구성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나 글로벌 경제 등 신자유
주의의 핵심 기제를 놓지 않으면서 포용적 성장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적이다. 또 유럽위원회(EC)의 ‘포용적 성장’은 기존 인적자본담론의 줄기에 포용
적 성장의 목표를 부합시킨다. 이렇게 되면 포용적 성장에서의 고용문제가 이전
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자원 문제’로 다시 회귀할 수

26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이러한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친빈곤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클라센(Klasen)은 둘 간의 개념
적 구분 근거를 수혜자 집단에 두고자 했다. 친빈곤적 성장의 수혜자 집
단이 빈곤선 아래의 계층이라면, 포용적 성장은 빈곤층․중산층․부유층
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이다(Klasen 2010: 2)12) 또 이안초비치나
와 런드스트롬(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은 친빈곤적 성장이
불평등의 해소에 방점을 둔 개념이라면 포용적 성장은 그보다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에 주요한 목표를 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포용적 성장’은 ‘친빈곤적 성장’과 비교
했을 때 복지정책보다 경제정책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책대상을 전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재
설계해 가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결과적
으로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분배나 불평등의 극복과정이 동원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적 부의 창출로 이어졌느
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주요 국제기구들 간에도 ‘포용적 성장’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다소의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오늘날 포용적 성장을 가장 활발하게 논의
하는 국제기구인 OECD는 그것을 경제방안의 원리로서 이해하며, 각국의
포용적 성장방안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적인 실천목표로 둔다.
OECD는 2012년부터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
을 시작으로, 2012～14년에는 고용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들을 제안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연관적 측면에서 포
용적 성장을 논하였다(OECD, 2017a).
UN은 ‘2030 개발의제’ 내에서 포용적 성장을 다루고 있으며, OECD와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과 재분배구조에 주목한다(UNCTAD, 2010; 2011).
UN은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 개선을 목표로 청년이나 여성의

있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에 관한 담론을 단순히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국사회에서 이를 어떤 층위와 맥락에서 엮어서 제대로 정초시키느냐, 그 안에 담
긴 개념의 고유성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김지현 외(2015: 2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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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강화 및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UN, 2015).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포용적 성장의 원리
를 적용코자 했다(World Bank, 2009). 여기서는 포용성이 보편적인 경제
성장방안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국제관계에서의 협소한 측면으로만 한정
된 측면이 있다. 세계은행은 동시에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성장저하를
강조하며 포용성 원리의 포괄적인 확대를 논하기도 했다(World Bank,
2008a; 2008b). 다만 포용성에 있어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통한 인적자
본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World Bank, 2011), ‘포용성’
개념을 경제운용의 전반적 원리가 아닌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에 국
한시키고 말 우려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보다 경제적인 차
원에서 소득분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불평등이 경제성장
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IMF, 2011; 2014). 최
근에는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불평등의 완화를
목표로 최저임금수준의 증가, 누진적 세제 강화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동
원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IMF, 2017; 윤성주, 2017).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과 2017년 포
용적 성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WEF는 OECD와 함께 포용적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기구 중 하나인데, 2017년 보고서에서는 상
/하위 정책영역을 구분하여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적 틀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WEF, 2015; 2017). 이 보고서에서는 포용
화의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각국별 포용화지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외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G20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차
례 드러났다. 2014년 11월 G20 회의에서는 정책 아젠다인 ‘세 가지 아이
(3Is)’의 하나로 포용적 성장을 꼽았으며 2016년 9월 회의에서는 ‘4Is’의
하나로 포용적, 연계적 개발을 논하였다.

3.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통합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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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실증연구들은 경제학에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Model)
내지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Model)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소
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며 고용에 대한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철
학을 구현하는 경제이론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이론들은 재정과 통화라는 두 정책적 수단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인하, 추가적 유
동성 공급 등을 동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수단만으
로는 오늘날의 구조적 장기침체,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나타났고, 새로이 비전통적인 정책대안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윤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이윤주도성장론에 맞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인식
주류경제학의 영역에서 자리잡은 이윤주도성장론은 생산성증가와 인
적자본증가를 위해 기업가들의 투자와 시장 혁신(Innovation)을 강조해왔
다. 이들은 주로 슘페터(Schumpeter, 1934)와 슈무클러(Schmookler, 1966)
를 재해석하는 모델에 기반해,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목표를
둔다. 이는 공급 측 요인의 시장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경제발
전을 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인
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탐구한다. 이윤주도성장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로어와 제이러(Galor and Zeira, 1993) 그리고
바네르제와 뉴먼(Banerjee and Newman, 1993) 등의 신고전파적 성장모
형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인적자본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탐구하
였다. 또 아기온 & 볼턴(Aghion & Bolton, 1997)과 피케티(Pikgetty,
1997)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본의 형성이 자본주의의 성장
경로에 결정적임을 분석했다(표학길, 2016: 105～107). 이처럼 이윤주도
성장론은 시장투자 및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여,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로서 소득불평등을 관
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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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총수요를 증대하는 효과를 창출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한다. 소득주
도성장은 무엇보다 임금 몫의 확대를 통해 투자 및 수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소비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주창
자들인 라보이에와 슈톡하머(Lavoie and Stockhammer)에 따르면, 소득
주도성장론의 이론적 모태는 19세기 노동운동과 함께 개혁적 정책개념으로
제시되었던 ‘유효수요 부족(underconsumption)’ 논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당시 소위 ‘과소소비설(underconsumption)’을 주장했던 맬서스(Malthus), 시
스몬디(Sismondi), 홉슨(Hobson)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케인즈(Keynes)
가 유효수요이론(theory of effective demand)를 제시하면서 소득주도성
장론의 논의는 상당한 정책적 추진력을 얻고 실행되었다. 유효수요이론
에서는 과도한 저축율과 투자부족이 경기침체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총수요 진작을 경제성장의 핵심에 둔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케인즈 이후에도 칼레키안(Kaleckian), 후기케인지안(Post-Keynsian)
들의 주도를 통해 과소소비가설에 기반한 비주류 이론으로 임금주도성장
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Baran and Sweezy, 1966; Kalecki, 1971; Bhaduri,
1986). 신고전파 이론이 임금과 이윤 분배 몫의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
는 영향을 간과해 왔다면, 후기케인지안 학파는 임금몫의 증가가 투자와
순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고 보았다. 그들은 소비확대의 효과가 투자위축의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선진국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Onaran and Galanis, 2012).
수요부족이론은 이윤실현문제와 연관되어 바란 & 스위지(Baran & Sweezy,
1966), 칼레키(Kalecki, 1971), 슈타인들(Steindl,1952), 바두리(Bhaduri, 1986)
와 같은 맑시스트들(Marxists)에 의해서도 연구되었다. 또한 로우손(Rowthorn,
1981), 테일러(Taylor, 1983), 더트(Dutt, 1987) 등은 임금주도성장전략을
공식화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테일러
(Taylor, 1988)의 경우, 신흥국가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을 때 임금주
도성장 전략이 의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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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이 기존 경제학과 변별되는 지점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가정이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일정하게 고정된
경향이 있다고 여긴다. 이른바 노동소득분배율의 안정성은 보울리(Bowley.
A, 1920)를 시작으로, 콥 더글라스(Cobb Douglas, 1934)의 생산함수,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1958)이 정식화한 ‘보울리의 법칙(Bowley’s
law)‘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의 자연법칙처럼 간주되어 왔다. 노동소득분배
율을 고정적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투쟁이
나 기업의 인위적인 임금압박 등이 지속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간주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개입이나 분배개선 노
력 또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져, 최선의 정책은 비개입주의 내지 정책
중립성에 있다고 간주한다(이상헌, 2014: 73).
그러나 1990년대부터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가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그 원인규명과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대표적으로 IMF(2007),
European Commission(2007), OECD(2012a), ILO(2013a) 등 국제기구의
비교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이 1990년대부터 하락세를 보였다고 진단
한 바 있다. 오나란과 갈라니스(Onaran and Galanis, 2012)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 초부터 임금소득비율이 감소세
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 외에도 로그나일(Rognile, 2015)은 G7 국가들에
대해, 카라바보우니스와 네이먼(Karabarbounis and Neiman, 2014)은 미
국, 일본, 중국, 독일 경우를 놓고 임금소득비율의 하락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일반적
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일 경우 노동소득분배
율의 저하는 전체 소비 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제안정성(economic stability)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의 하락은 소비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수요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하기에 총수요의 부족을 일으킨다.13)
13) 다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은 이윤상승효과와 단위노동비용 감
소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수요와 순수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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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1970～2010)
(단위 : %)

주 : “선진국”은 선진국16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단순평균을 의미함(호주, 오스
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
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 원자료는 ILO(2013a), 이상헌(2014) 재인용.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으로 인한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은 일반
적으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Hein and Mundt, 2012; ILO, 2013a). 첫
째는 가계 부채를 증가시켜 소비를 유지하는 미국식 유도방식이다(van
Treeck and Sturn, 2012). 둘째는 단위노동비용의 감소를 통해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일본, 한국, 그
리고 중국 등인데, 이는 국내 유효수요의 부족문제를 다른 국가에 전가하
는 것이다. 허나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두 가지 방식 모두 지
속가능하지 않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
채에 의존한 방식의 위험은 이미 경제의 대침체(Great Recession)를 통해
드러났고, 수출주도방식은 세계경제 단위에서 일반화될 수 없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이상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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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장체제와 분배전략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 균형 회복(global re-balancing)(ILO, 2013a)
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총수요 증가론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성장이 주목받게 되었다. 라보이에와 슈톡하머(Lavoie and
Stockhammer(2012; 2013), 오나란과 갈라니스(Onaran and Galanis, 2012),
하인(Hein, 2013), 하인과 문트(Hein and Mundt, 2012) 등은 대표적인 소
득성장론 연구들이다.14) 라보이에와 슈톡하머(Lavoie and Stockhammer)
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는 임금소득(wage shares)이 감소
하며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가 양극화(polarization)되어오는 현상을
목도했다. 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의 고연봉자들이 전체
임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소득은 불평등한 몫으로 돌아왔다. 경제성장
과정은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특히 몇몇 나라에서 수출증가에 과도하
게 의존한 나머지 국제적 불균형상태가 고조되었다. 경제위기는 더욱 자주
일어났고, 가계 부채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이같은 불균형적이
고 불평등한 성장은 소득의 양극화와 임금 몫의 하락에서 기인한다. 불균형
의 주 원인을 기술적 변화나 생산방식의 변화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
다. 자본중심적이고 기업친화적인 법적, 제도적, 경제정책 등에서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누적되고 확산되어 온 과정이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
문이다. 이는 임금의 수준이 순수하게 내생적(endogenous) 요인으로 결정되
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득분배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능력을 강화시
키거나 실효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조세방식을 바꾸거나 하는 등 정부의 적
절한 정책에 따라 수정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존의 자본친화적인 정책(pro-capital distributional policies)의 유효성을 재
점검하고, 노동친화적인 정책(pro-labour distributional policies)에 기반한 새
로운 대안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을
향한 법적 변화와 구조적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임금주도

14) 한국에서의 논의는 홍민기(2013), 홍장표(2013), 김배근(2013), 주상영(2013), 이상
헌(2014)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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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개념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제하고 결국
국민소득의 임금분배를 더욱 불균형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안한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라보이에와 슈톡하머가 주장하는 바는 모든 국가들의 노동친화적 정책
의 도입이 아니다. 각 국의 경제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상황에 비추어, ‘자본
친화적’ 또는 ‘노동친화적’ 정책을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본친화적 분배정책(pro-capital distributional policies)은 국민소득 중 임금
몫의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노동친화적 분배정책(pro-labour distributional
policies)은 임금몫의 상승으로 나타난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표 2-1> 자본친화, 노동친화 정책의 핵심요소와 결과 비교
분배정책
친자본

친노동

정책

노동유연성 강화
최저임금제 폐지
노동협상력 약화
임금억제정책 도입

복지국가화
최저임금 상승
노동협상력 강화 및 단체교섭
활성화

결과

임금상승률 둔화
임금몫 ↓
소득양극화

실질임금의 상승
임금몫 ↑
소득양극화 완화

자료 : Lavoie and Stockhammer(2012: 4).

전자는 자본소득보다는 임금소득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기관(협상 범위에 대한 예
외 허용을 통해)의 약화와 노동조합의 약화(파업법의 변경을 통해), 고용
보호법의 약화, 그리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조치 등이 있다. 법인 소득세
감면, 소득세에서 자본이윤 면제, 임금 억제 등도 포함된다. 반면에 후자
는 복지부문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기관과 노동조합들을 단체협상에 참
여하도록 하는 (협상 참여 행위주체를 비노조화된 조직에까지 확대)의 사
항들을 특징으로 갖는다. 또한 실업 급여를 올리고, 중위소득을 감안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최대한 임금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자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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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서 임금몫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며 노동생산성의 증가속도에 비례
하거나 그보다 앞서나간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라보이에와 슈톡하머는 자본친화적 정책과 노동친화적 정책의 비교에
이어 이윤주도성장과 임금주도성장의 특징 또한 대조시킨다. 그들은 두
정책적 기조(자본친화/노동친화)가 실제 어떠한 경제성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는데, 이를테면 한 국가 소득분배가 자본이익에 보다 유리하게 이
뤄지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장기적으로는 총수요의 성장률 또는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 사회는 ‘이윤주도성장체
제(profit-led economic regime)’이라 부를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윤중심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회는 ‘임금주
도성장체제(wage-led economic regime)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표 2-2> 이윤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의 비교
확장적 (+)

모순적 (-)

이윤몫 증가

이윤주도성장체제
(Profit-led regime)

임금주도성장
(Wage-led regime)

임금몫 증가

임금주도성장체제
(Wage-led regime)

이윤주도성장
(Profit-led regime)

자료 : Lavoie and Stockhammer(2012: 5).

이렇게 볼 때는 무조건적인 임금상승과 소득분배개선이 해답인 것도
아니다. 이윤주도성장체제에서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이 추구되거나 또는
임금주도성장체제에서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을 목표로 할 때, 비로소 정
책과 구조 간의 올바른 매칭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윤주도
성장체제에서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이 선택되거나 또는 임금주도성장체
제에서 자본친화적 분배 정책이 매칭될 경우, 그 결과는 스태그네이션
(Stagnation) 또는 불안정한 성장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사회의 경
제정책과 경제구조가 적합하고 올바르게 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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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제체제와 성장전략 간의 적합성 비교
분배정책과 전략
친-자본적



이 
윤
주
도 

친-노동적

신자유주의와 낙수효과론 : 이 모 
델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임금노동
자들도 낙수효과에 의해 혜택받는
것으로 가정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이 특 
징
동시에 이윤폭이 크기 때문에 기
업투자가 늘어나고, 높은 고용률, 
높은 수요요인이 보장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반


경
제
체
제




임
금 
주
도


실용적 신자유주의 (부채주도성장 
/수출주도성장):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꼽는 체제-정책의 조
합
전후 황금시기(Postwar Golden 
age)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범한

경제성과 보임.
신자유주의 모델에서는 경제가 불
안정해지면서 금융이나 수출 의존
도가 지나치게 높아옴.
수출주도형 성장(export-led growth)
이나 부채주도형 성장(debt-led growth)
같은 외부동인에 대한 의존은 곧
친자본정책과 이윤주도성장체제의
결합에 내재되어있는 태생적 한계
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

비관론적 사회개혁 : 신자유주의자
들이 사회개혁(social reforms)의
부정적 결과라고 우려하는 경우에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이윤주도
성장체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제침체를 초래
마거릿 대처를 비롯, 몇몇 씽크탱
크들과 심지어 진보적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더이상 대안은 없
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
는 표제로 강조.
일부 맑시스트 또한 자본주의 생
산양식 내에서의 경제회복시도가
결국 이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
로 단정.
전후 황금시대의 케인즈주의 : 마
글린과 쇼어(Marglin and Schor,
1990) 등이 전후 시대의 특징으로
정의한 바 있음.
복지국가의 확장이 경제성장의 황
금기를 이끌었던 시기
1970년대 오일쇼크 이전까지 실질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 이윤생
산성 모두를 증가시킴.

자료 : Lavoie and Stockhammer(2012: 6).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임금주도성장 경제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라 마르카와 리(La Marca and Lee, 2013)는 두 국가 게임이론 틀에서
양국이 모두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쟁적 하락을 통한 순수출 확장 전략을

36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택할 경우, 한 국가가 일시적 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국가의 전체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오나란과 갈라니스(Onaran and Galanis, 2012)는 G20국
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노동 소득분배율을 1%
올릴 경우 G20 국가들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0.36%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
였다. 물론 모든 국가가 ‘임금주도 성장체제’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순수출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신흥국가
들도 ‘이윤주도성장’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개별국가와 세계경제 간
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이상헌, 2014: 82).
다. ILO의 연구와 주장
총수요 효과 추정을 위한 기술적 개선 노력은 아직 더 필요하나, 최근
ILO의 연구는 기존의 실증연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ILO, 2013a;
Onaran and Galanis, 2012). 해당 연구는 G20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 시
계열자료(1970～2007년)을 이용하여 이 식을 단일방정식 방식으로 추정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동소득분
배율의 하락이 총수요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부분
의 국가가 ‘임금주도성장체제’에 있음을 반증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1%
포인트 하락할 때, 소비 비율은 0.3～0.5% 포인트 정도의 큰 규모로 하락
하지만, 투자효과와 순수출 효과가 이 하락폭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았다.
ILO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에서 두 측면(노동과 자본 몫)의 변화가
총수요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성장과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 몫(labour share)의 감소가 총수요(aggregate demand)
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지난
40년간(1960〜2000년)의 노동소득 변화와 총소득의 각 요소별(소비, 투자,
수출)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G20국가 중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15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더불어 유로존의 12국을
유럽 그룹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ILO, 2013a: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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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소득주도성장의 시나리오

자료 : 이상헌(2014).

연구결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소비 감소,
수출 증가, 불확실한 투자에 관한 측면이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유로존을
포함하여 15개국 모두에서 임금소득 몫(labour share)이 1% 하락할 때마
다 GDP대비 민간소비(GDP대비)가 침체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와 대조적으로, 수출주도경제체제에서는 낮은 노동비용이 주는 경제적효
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위시간당 노동비용 감소는 수출에 관한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켜,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강력한 수출
주도경제성장(export-led growth strategy)에 기반하므로 이같은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노동비용이 값쌀수록 순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
인 것이다. 유로존의 몇몇 국가도 비슷했는데, 유로존의 경우 개별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낮은 노동비용이 수출증대에 상당히 주
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그리스의 최저임금 22% 감축(청년에는 10%
의 추가 감축) 및 복지예산 5% 축소 등의 정책적 결정에 배경이 되기도
했다(ILO, 2013a: 55).
두번째는 민간소비(private consumption)와 노동/자본 몫(labour/capital
share)이다. 앞서의 임금억제기조는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기반 경
제성장을 이루는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소비
를 위축시키며 총수요(overall aggregate demand)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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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몫을 노동몫으로 이전시키는 재분배가 보다 효과있는 정책이 될 수 있
는 까닭은, 자본몫을 증대시켰을 때의 투자 증진효과보다 노동몫을 증대
시켰을 때의 소비 증대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 축적된 기업의 자본이윤은 결과적으로 미래의 노동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윤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dividends)로 쌓이면,
이는 차후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연금기금(pension funds) 형성에 기여
한다. 나아가 자본소득에 대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총수요의 주요한 요소
인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관계들이 교차
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노동소득이 가계소비와 가장 큰 긍정적 연관성
을 맺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ILO, 2013a: 55).
세번째는 투자의 측면이다. 노동의 몫과 투자간의 관계는 다소 불명확
하다. 임금소득몫의 1% 하락은 유로존 그룹 중 9개국에서 투자와 상호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을 포함한 5개 주요국에서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오늘날까지 세계 경제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소득의 증대가 보다 많은 생산적 투자를 이끌어 내리라는
<표 2-4> 노동소득 1% 감소가 민간소비, 투자, 수출에 미치는 영향(16개국 비교)

자료 : ILO(2013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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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상당부분 의존해왔다. 그러나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주식 배
당금을 늘리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질투자를 억제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생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수익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위
험성이 높은 투자에 자본몫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과적
으로 자본 몫의 증대는 기대한 만큼의 투자효과를 진작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ILO, 2013a: 56).
마지막으로 노동 몫과 총수요의 상관성이다. 노동소득 몫의 변화가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몇몇 국
가에서 생산성 증대에 비해 낮은 임금상승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게 하여 수출흑자, 국내투자증대,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
면, 몇몇 국가에서 낮은 임금 및 노동몫의 감소는 내수소비를 위축시키며,
수출이나 투자증대로 인한 이익은 총 수요 및 소득에서의 전반적인 악영
향을 상쇄하기 어려웠다. 이 두 가지 결과가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은 결
국 노동과 자본 간의 기능적 변화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불가함을 의미한다(ILO, 2013a: 56).
소득주도성장론은 총수요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을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 이같은 후기 케인지안식 모델에
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 모델은 총공급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나(Belser and Lee, 2011),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은 노동
공급 축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맞서 스톰과
나스테패드(Storm and Naastepad)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생산성 간의 정
(positive)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Storm and Naastepad, 2012).
그들은 고임금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효율임금론(efficiency wage
theory)’을 옹호하며, 임금상승에 따라 기술 및 생산장비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게 되고 이는 추가적으로 총생산성의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당부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이상헌, 2014: 85).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의 외생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제기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가변성에서 출발한
다. 경제학에서 자연법칙처럼 간주되어 온 콥 더글라스(Cobb Dou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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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의 생산함수나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1958)의 보올리의 법칙
(Bowley’s law)이 노동소득분배율의 고정성을 가정한 반면, 소득주도성
장론은 이같은 전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소
득주도성장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변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책이
나 제도적 변화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할 수 있다는 가정이 요구된
다. 만일 노동소득분배율이 기술이나 자본 또는 경제 개방성 등에 의해
‘내생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면,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개입을 통
해 고성장과 경제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소득주도성장
론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이상헌, 2014: 86).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정책변수” 내지는 “제도변수”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La Marca
and Lee, 2013).15)

4.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한 제언과 방안
가. 재균형화를 향한 사회적 파트너쉽과 사회적 합의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에서의 고용노동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ILO(2013a; 2016)는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언을 정식화한 바 있다. 그
에 따르면 첫째, 소득주도성장론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이
를 재균형화(re-balancing)하려는 강력한 정책 추진 동기가 각 국가별로,
나아가 국제적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편
협한 목적달성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생산성 증진과 노
동몫의 증대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최우선의 정책목
표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이윤 증대가 임금상승과 동반될 때에만 국내수요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금억제를 통한 수출증대는 국가 간의 경쟁적인 살 깎
아먹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노동비용의 우위확보는 결국 시장경제
의 핵심적인 역동성을 저해하고 경제적 혁신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
15) 이상헌(2014: 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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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변동을 노사 간 협의가 아니라
강제적인 조치로 규제할 경우 자생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에서 역동하는
노사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이에 국제적 수준에서는 ‘내부적인 재조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유리한 정책 환경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
다(ILO, 2013a; 2016).
둘째, 기존의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협력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내부
적 재조정’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협상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하
다. 협상능력의 약화와 근로자 교섭권 저하 등 정치적 힘의 불균형화는
소득분배의 악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쳐왔다.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
인 안정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의 ‘재균형화(rebalancing)’을 위한 정책도입이 시급하다. 단체교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임금 결정에 관하여 더 많은 사회적, 정치적 보호가 필요하
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
단이다. ‘바닥임금수준(wage floor)’의 상승을 통해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
족이 사회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
다(ILO, 2013a; 2016).
이와 같이 ILO(2013a, 2016)는 국내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에서 ‘재조정’
이라는 압축적 개념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정책 아젠다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치적 불균형의
해소와 임금에 대한 협상력 강화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효율적이고 성
공적인 경제성장 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이고 사회
적인 정책공간의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주
도성장론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만 구현할 수 있
는 방안이 아니며,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통해서 달성가능하다. 이에 분배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
다. 기존의 경제성장 방안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사회-경
제 정책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 계획안은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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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론과 공론화
앞서 자본 몫 확대를 기조로 하는 ‘이윤주도성장’이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정책과 제도적 환경의 상충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저하와
완충효과의 부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확인했다. 임금억제를 전제로 한 자본 몫 확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앞세운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도 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
계소비 위축과 금융투자 위험성의 증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
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 공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배 형평성이 윤리적 측
면에서 정당하다는 것 외에도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달성가능한’ 방안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된다(Stiglitz, 2012;
Palley, 2012; Lee and Gerecke, 2013).
소득의 불평등은 정치적인 힘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민주적인 사회질
서를 저해하고, 사회구조를 악화시킨다(이상헌, 2014). 따라서 소득불평등
과 경제성장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
아, 합의에 기초한 소득주도성장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동
소득의 문제는 노사간의 일차적인 협상에 머물러 있기보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소득분
배는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포진한 정책도구의 활용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소득플로어(income floor)의 적절한 구축을 위해서는 정
치적 공론화를 통해 재정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25).
다. 임금정책의 쇄신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임금’에 대한 정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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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협상력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첫째, ‘임금’에 관한 정책은 소득
플로어(소득 최저선, income floor)와 소득 상한선(income ceiling)을 구성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득 플로어의 상승은 특히 경기침체기
에 소비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적 역할을 하며, 단순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대로 저소득층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
시킴으로써 정치적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한다(이상헌, 2014: 90). 소득 하
한선뿐만 아니라 상한선의 구성도 필요하다. 상한성 설정은 상위소득의
비대칭적 소득 증가를 방지하고 소비기대 상승으로 인한 소득 플로어의
효과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기능한다.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식으로는 소득세를 포함한 조세정책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최고임금
(maximum wages)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방식도 제시되고 있다. 또 최저
임금의 상승을 통해 노동소득의 최저선을 올리는 동시에 자발적 내지는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
도를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실업수당이나 소득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다(이상헌, 2014).
둘째, 임금에 대한 협상력 강화도 중요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
으로 진행된 노동조합 조직율과 단체협상 적용률 하락 추세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조결성 및 협상의 자유는 소득주
도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소득분배율을 개선할
정도로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중장기 과제이므
로, 대안적인 정책 방식이 필요하다(Hayter, 2011). 여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비조합원에게 확장하는 방법(프랑스, 오스트리아)이나 생활
임금처럼 시민사회와 지방자치제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임금에 개입
하는 방법(영국) 등이 있을 수 있다(이상헌, 2014).
셋째, 소득주로성장론에서는 경제학적 접근을 취하면서 일자리의 ‘임
금’ 문제를 총수요의 관점에서 다루나, 일자리의 질 또한 중요한 문제이
다. 오늘날 확대되어 있는 임금 불평등 뒤에는 ‘고용관계’의 다양성과 ‘일
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소득불평등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특성과 연계되어 있다. 대개 1차
노동시장의 중심부에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고임금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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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고 있는데, 안정화된 고용이 노동력의 협상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구조적 안정성의 강화로 귀결된다. 반면, 주변부는, 중심부 고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으로, 2차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낮은 임
금과 부가 급여가 없으므로 노동력의 안정된 고용을 저해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중심부 노동에 비해 상당히 낮은 조건의 일자리가 형성된다.
이같은 고용 안정성의 결핍은 노조화(unionization)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2차 노동시장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적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자리를 안정화시킬 유인도 낮게 된다. 이러한 노동들은 불안
정하며, 대개 임시직.계약직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차 노동시장
이 2차에 비해 임금과 고용안정성, 승진가능성 등 고용의 질에 관련된 모
든 특성들이 더 양호하게 만드는 요소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분절을 심
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직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인적자원의 교육계발에 이르기까지 유연하
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Harrison and Sum, 1979: 690).

제2절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하의 새로운 고용노동정책 :
국제기구들의 주창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득주도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다 포괄
적인 차원에서 ‘포용성’에 대한 지향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다만, 포용
성의 개념이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의 포용적 성장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
는 주요 국제기구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에 부합하는 고
용노동정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노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OECD
OECD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모든 이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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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부여하고, 경제적/사회적 자산의 분배와 같은 공정성의 개념을 담지
한 성장 전략”이다(OECD, 2015a).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는 노동소득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격차와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
한 문제로 단지 금전적 측면에서의 불평등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상의
생활과 삶의 수준까지 양극화시킨다. 교육과 기대수명, 고용수준을 비롯
한 모든 분야에서 성공은 부와 자산, 성별, 나이, 주거지역 등의 사회경제
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OECD
(2015a)는 경제적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넘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
면에서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 도입이 무엇
보다 시급함을 역설한다.
그동안 OECD는 포용적 성장을 다루는 부서를 별도로 두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별 과제를 제시하는 등
포용적 성장에 관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OECD에서 포용적
성장 논의는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NAEC(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에서 ‘포용적 성장’의 정책전략개발을 화두로 프레
임워크(framework)를 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OECD, 2012b).
이후 2012～14년에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2015～16년에는 구체적으로 방법별, 부문별, 국가별, 지역별
로 섹션을 나누어 포용적 성장의 데이터베이스와 측정 방법을 재정의하
고,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
반으로 2015년에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포용적 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책안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OECD, 2015a).
2016년에 OECD는 생산성-포용성 넥서스(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를 발간하고 각 도시의 행정정책가들 및 시장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차
원의 포용화 정책실행안들을 공유하고 발전시켰다(OECD, 2016b).16) 같
은 해 장관급회의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 선언(declaration
16) OECD는 포용적 성장을 다루는 전담 페이지를 개설해 관련 보고서들을 연도별로
정리해두었다. 본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 나온 보고서들을 참조로 하여 작성한 것
이다. http://www.oecd.org/inclusiv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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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을 정식화하여 ’성장‘과
’분배‘의 두가지 목표를 동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조를 확고히 천명
하기도 하였다(OECD, 2016a).
2016년 파리에서 열린 ’OECD 노동 -고용각료회담(OECD Labor and
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에서는 “보다 복원적(resilient)이고 포
용적(inclusive)인 노동시장”이라는 주제 하에 장기실업문제와 청년세대
의 노동시장 진입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및 사회적 보호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OECD, 2016d). 2017년에는 서울에서 ‘제3차 OECD 도시별 포용
적 성장 캠페인(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을 개최하여, 포용
적 성장을 정책적 개념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각 도시의 시장들을 초청하
고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실행안들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

2. 국제노동기구(ILO)
가.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정립
그간 ILO는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이에 관련된 정책 목표와 측정 지표 등을 개발해왔다. ILO에서 정의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란 근무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노동자뿐
만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
고, 사회적인 보호(social protection)을 지원하며, 직무에 대한 참여 권리
를 비롯하여 자신의 미래 전망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일자
리를 의미한다(ILO, 2008b). 이는 고용의 양적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일
방적 경주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
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
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헌, 2005: 4).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개념적 기틀은 1999년 ILO의 사무총장이었던
후안 소마비아(Juan Somavia)가 ILO 총회에서 발표한 선언에 기반하고
있다.17) 소마비아는 탈규제,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고용 안정성
17) 1999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ILO 87회 총회에서는 ‘Decent Work’ 보고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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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득불안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 완전고용달성에만 치우쳤던 고용정책목표를
벗어나 노동자 권리나 노동조건. 노동환경 등의 질적 수준(quality of
employment)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용
기회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고용기회의 평등, 임금과 작업
공간 등에서의 수준향상이 중요하다고 봤다(ILO, 1999). 즉, 소마비아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선언’이 제시하는 정책 아젠다의 초점은
단순한 일자리의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인 향상에 있다.
어떤 사회든지 ‘좋은 일자리’의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개인적 가치나 만족감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용 형태나 고용 환경과 연관된다. 이에 오늘날 고도의 경쟁력을
필요로 하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적 시장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기본
적인 보호와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고안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ILO가 강조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구체적 목표는
생산적이면서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일자리 기회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모든 노동자에 대한 자유
(freedom), 평등(equity), 안전(security) 그리고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
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의 사회적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ILO, 1999).
소마비아의 보고서(ILO, 1999)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전략 목표를 설
정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이다. ILO는 1995년 핵심노동기준(core labour standards)
을 규정하고, 이를 세계화의 사회적 기반으로 삼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인정, 강제 노동이나 아동노동
그리고 직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두번째는 고용촉진(promotion of employment)이다. 보고서(ILO, 1999)
하여 양질의 일자리의 개념을 공식화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7/rep-i.htm (2017.12.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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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완전고용 내지는 적어도 고용창출의 꾸준한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비롯하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어려
워진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기업
의 성장, 그리고 생산적인 투자 환경이 필수적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
두에게 공평한 고용창출과 소득증진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는 상당부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적합한 조건이 선행된다
면, 상당한 고용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
로의 거시경제전략은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는 생
산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정책과 동반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부족함
으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러한 현상은 특히 비임금 고용부문에서 두드러진다. ILO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최
소화하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
여준 바 있다(ILO, 1999).
네번째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 촉진(promotion of social dialogue
between labour, management and government)이다. ILO는 국가적, 국제
적 수준에서의 제도 및 구조 발전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고용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도 목표로 하였다(ILO, 1999).
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실천방안
1999년 좋은 일자리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ILO는 2000년대에
도 활발한 논의들을 진행해왔다. 2008년부터는 양질의 일자리를 측정하는
10개의 지표를 정립하였는데, 이 항목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측정하는 구
조적 차원을 드러낸다(ILO, 2007; 2008b; 2013b). 10가지 항목이라 함은
고용기회,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적정노동시간, 일과 가정생활의 조
화, 없어져야 할 일,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
우,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그리고 노사간의 사회적 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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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ILO 제시 ‘좋은 일자리’ 측정 10개 지표
1)
2)
3)
4)
5)
6)
7)
8)
9)
10)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적정노동시간(decent working time)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combining work, family and personal life)
없어져야 할 일(work that should be abolished)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employment)
안전한 작업환경(safe work environment)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노사 간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on)

자료 : ILO(2013b).

더불어 ILO는 10가지 항목들 각각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구체적인
항목들을 명시하였다. 이를테면,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로는 재직기간
이 1년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 임시 임금노동자 비율 등을 담았다. 적절
한 노동시간과 관련된 지표로는 장시간 노동비율, 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
율 등이 있다. 고용기회와 관련된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
률, 청년실업률, 비농부문 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있으며, 사회보장과 관
련된 지표로는 공공사회보장 지출, 현금소득보전 지출, 현금소득보전 수
혜자 비율, 연금 수혜자 비율(65세 이상), 연금 가입자 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평균 연금액(중간 또는 최소 수입 대비)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지표로는 노조가입률, 단체임금협약 적용률, 파업
과 직장폐쇄 빈도 등을 든다(이상헌, 2005: 6).
한편, ILO는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국제적 이슈를 형성하는 동시에 지
역차원의 실행 전략들을 제시해왔다. 2004년과 2007년의 아프리카 지역
회의, 2006년의 아시아 지역 회의, 2005년의 미주 지역 회의, 2005년 OECD
고용 전략, 2006년 ECOSOC 장관 선언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활발한 정책논의들이 공유되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정부와 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실천
활동과 혁신적인 접근방책들이 소개되었다(ILO, 2007).
2016년 제105회 ILO 총회에서는 ‘품위 있는 일자리를 통한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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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결의안(Resolution on Advancing Social Justice through Decent
Work)’이 발표되었다.18) 이 ‘사회정의선언’은 경제 및 금융위기의 사회적
및 고용측면의 영향을 다뤄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 2009)’의 정
초에 영향을 주었다. 또 동 선언의 후속조치로 ILO는 ‘사회적 보호 기초
권고(Social Protection Floors Recommendation, 2012)’, ‘강제노동협약 의
정서(the Protocol of 2014 to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그리
고 ‘비공식경제로부터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사항(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등을 2012
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회에서 채택했다(오수현, 2017: 119).

3.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가. ‘리스본 전략’과 ‘유럽 2020 전략’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1990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사회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실
업축소와 고용증가 등 고용보호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규제안을 유럽차
원의 공동정책과제로서 내세웠다. 이 때부터 기존의 공급 중심적 시각에
서 벗어난, 일자리의 질적 개념과 사회적 보호의 차원을 강조하는 정책이
마련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이나 룩셈부르크의
회담에서는 고용정책의 방향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스톡홀름 회
의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용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김일곤,
2014).
그러다가 2000년에 구상된 이른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에서
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 정책과제로 설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현대화된 유럽 사회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이 모델에서는 1) 인적투자 증가 2) 적극적 복지국가를 통한 사
18) 이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
meetingdocument/wcms_497583.pdf (2017.12.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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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책의 활성화, 3) 낡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 강
화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실업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능력 차원에서
규정하는데 치우치고, 인적자본으로서의 개인교육 및 훈련을 강조한 것
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를테면 고용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보장책
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사회통합 목표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럽위원
회의 방향은 취업능력의 향상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만을 지나치게 강
조하면서 결국 사회적 제도의 보장체계개선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개선으
로 그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리스본 전략은 한 차례 다시 조정되었으나,
마찬가지로 고용의 문제를 사회적 보호의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경제
공급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김일곤, 2014).
리스본 전략 이후 고안된 ‘유럽 2020 전략’은 그에 비해 고용정책을 사
회정책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유럽 2020 전략은 세
가지를 핵심 목표로 삼았는데, 스마트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등이 그것이다. 그 중 특히 포용적 성장은 “높은 고용수준과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 포용”을 강조한다. 이 전략도
리스본 회담과 마찬가지로 양적 고용률 증진을 주 목표로 두긴 하지만 사
회정책과의 통합적 방향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업 친화적 시장
환경의 조정과 유연안정성 의제의 유지는 결국 일자리의 질적 향상보다
는 양적 고용에 치우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적
자본에 대한 숙련 투자와 임금체계 개편은 유럽이사회의 정책방향이 공
급중심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김일곤, 2014).
나. 공정한 일자리와 성장 방안19)
최근 2017년 11월 17일 스웨덴의 도시 고텐버그(Gothenburg)에서는 유
19) 본 내용은 2017년 11월 17일 스위스의 고텐버그에서 유럽위원회와 스위스정부가
공동주최한 ‘Social Summit on Fair Jobs and Growth’의 핵심요약본 중 두 번째
섹션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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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위원회 주최로 ‘공정한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정상회담(Social Summit
for Fair Jobs and Growth)’이 개최되었다. 회담의 주요 주제는 노동시장
(labour markets)과 복지모델(welfare models)의 공동과제구축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유럽의 미래가능성이었다. 회담에는 EU지역 내 국가 정상 및
고위 관료들, 기업 측과 노동자 등의 사회적 파트너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들이 초청되어 공정한 일자리와 성장(fair jobs and growth)에 대해 토론
하였다. 특히 회담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양질의 공정한 일자리와 복지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뤄, 포용적 성장에 관한 EU 차원의 대
응책 및 각국의 정책설정을 촉구하였다(EC, 2017).
회담에서는 우선 고용률이나 실업율에 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진
단하였다. 일자리의 유형에 있어서는 70%를 종신 일자리(permanent),
80%를 풀-타임 일자리(full-time jobs)로 파악하였다. 노동소득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6년 유럽지역의 가계 가처분 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s)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세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럽 내 5명 중 1명은 여전히 저숙련과 저임금, 불안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으며 근로빈곤과 청년빈곤문제, 장기실업문제는 여러 회원국들에서 대
두되는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더불어 고용환경의 유연화 정책에 따라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트타임 계약제나 ‘0시간계약’ 등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징검돌(stepping stone)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불안정
성의 근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늘날 노동시장 이중화(labour market
polarization)가 심화되면서 임금 불평등(wage inequalities)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EC, 2017).
이에 양질의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 그리고 공정한 일자리의 조건이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숙련개발과
교육기회 향상, 세금 면제 및 복지시스템, 직간접적인 차별철폐, 일과 가
정의 양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
화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특
정한 사회집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
적이고 교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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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를테면 적절한 최저임금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끼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방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회담에서는 품위 있는
삶(decent standard of living)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국민최저임금의
상향화를 제안하기도 했다(EC, 2017).
앞서 유럽위원회가 지난 시기 고용문제를 다뤄온 시각은 신자유주의적
노선과 경제공급주의, 양적 고용정책에 가까웠다. 고용은 그 질적인 수준
의 여하보다 단순한 양적통계의 지표에서 논해졌고, 사회적 통합의 차원
보다는 경제 성장의 차원에서 다뤄졌다. 다만 유럽위원회는 유럽 2020 전
략에서부터 ‘포용적 성장’을 지속적인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의 고텐버그 회담에서와 같이 유연화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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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디지털화’의 논리와 방안

제1절 ‘포용적 디지털화’의 논점

1. 포용적 성장전략은 디지털자본주의와 함께 갈 수 있을까?
200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신자유주의의 열풍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위세가 꺾인 듯하다. 보상 격차를 크게 유지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기초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를 추구해 온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신
자유주의적 견해를 견지해오던 IMF, WB, OECD 같은 국제기구들조차
지나친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별국가의 정책선회를 요
구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규제 없는 경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선진국의 최고소득계층은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중산층 이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이 하락하거나 정체되
는 경험을 하였다(밀라노비치, 2017). 이러한 가운데 대두된 우파 포퓰리
스트 정당의 출현은 기존의 정치세력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
분하였다. 결국, 각국은 포용적 성장 전략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시기나, 이것이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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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을 비집고 포용적 성장전략이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이 모든 시기
에 ‘디지털화’는 글로벌 메가트랜드로 자리해왔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나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의 확산은 최근들어 단순히 지속
적인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생산현장과 인간생활의 모습을 획기
적으로 바꾸어놓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기술이 과거의 디지털화
와 다른 점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O2O, online to offline)에 있다(이민화,
2016). 그것을 통해 결국 차원이 다른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향상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불균등하게 일어나
기 때문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술발달은 새로운 비즈니
스모델로 연결되면서 자본의 이윤창출에 기여한다. 이때 기존에 존재하
던 규제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규제가 비어있는 부분을 통해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포용적 성장전략으로의 선회를 추구하는 정부는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불균등 성장과 그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일자리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런 경
향에 대하여 국가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일자리
가. 일자리의 증감
디지털기술(digital technology)이란 실물(또는 원자(atom))의 세계과 구
별되는 정보세계, 즉 비트(bit)로 표현되는 세계에서 구현되는 기술이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확장이다. 오늘날 모든
개인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속하고 있다. 이것이 오프라인의 실물세계로까지 연결되어(IoT)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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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른바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능화된 로봇이 생산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
대가 도래하였고, 브린욜프슨과 맥아피(2014)는 이 시대를 일컬어 ‘제2의
기계시대’라고 불렀다. 제1기계시대에 기계가 인간의 근력을 대체하였다
면, 제2기계시대의 기계는 인간의 정신노동까지도 일부 대체한다.
로봇화(robotization)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
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충격적인 연구결과는 Frey and
Osborne(2013)의 것이다. 이들은 미국 내 일자리의 47%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같은 연구방법을 우리나
라에 적용하면 전체 일자리의 57%가 기술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높은 일자리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김세움, 2015).
아른츠 등(Arntz et. al, 2016)은 디지털기술발달이 일자리를 대체할 위
험성을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
털화가 진행되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직무의 일부가 대
체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분석방법을 적
용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는 9%
내외로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되는 일자리가 5% 수준으로 비
교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킨지가 미국의 802개 직업의
2,000여 개 작업을 대상으로 자동화에 의한 대체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도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위험에 대해서는 그다
지 높게 보지는 않고 있다. 현재기술로 자동화 할 수 있는 직업은 5% 미
만이며, 45%는 직무의 일부를 자동화할 수 있으나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는 없는 직업이다(Chui et al. 2015).20)
선진국의 제조업에서는 지능화된 로봇을 투입하여 공정을 고도로 자동
화함으로써 오프쇼링(off-shoring)으로 해외이전되었던 공장이 다시 국내
로 들어올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두루 고려해 볼 때, 결국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일국 내에서 일자리의 순증을 가져올지 순감을 가
져올지를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20) 허재준(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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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위험이 큰 일자리의 특징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대해서는 괜한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
가 없다는 견해가 많지만, 어떤 일자리 또는 직무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
은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최근의 발달된 디지털
기술은 업무내용이 복잡하더라도 로봇화 또는 컴퓨터화하는 것을 가능
하게 만들었으며, 정신노동이건 육체노동이건 상관없이 반복적인 업무
(routine task)라면 대체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수학적 연산, 자료분류와
단순분석, 컨베이어벨트 같은 고정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 등
은 대표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무들이다. 반면에 문제해결능력이나
창의성, 설득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들로 구성된 관리직과 전문직은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육체노동 중에서도 대면적인 교류가 많은 직무들,
예컨대 청소, 요리, 간병과 같은 일들도 대체가능성이 높지 않다(Auto,
2015).21) 결국 중위소득 근처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험이 높은 일자리가
된다. 일자리의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다. 고용형태의 변화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가
장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를 뒤져 적당한 아웃소싱을
시도한다. 크라우드 소싱(crowd sorcing)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필요한
노동을 싼 값에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준호, 2017).
이제 기업은 더 이상 ‘직원’을 구하지 않는다. 한 작업장에 모아 놓고 노동
과정을 감시감독하지 않고도 표준화된 성과물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통해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그 결과물을 양적으로 계산하고 질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가 매우 작은 단위로 모듈화되기 때문에 누가
해도 각각은 같은 결과물이 된다는 의미에서 직무는 고도로 표준화된다. 그
21) 이인재(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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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직무표준화라는 동전의 다른 면은 노동의 원자화이다(정준호, 2017).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아니
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변한다. 당연히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
에게는 그들이 플랫폼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입한다. 기업이 노동비
용을 절감하고 규제를 회피하는 동안 노동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s), 긱노동자(gig- workers)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노동보호 및 사회적 보호의 범위 밖으로 밀려난다.
근래에 들어 긱노동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츠와 크루거
(Katz and Kruger, 2016)는 미국에서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 유형의 노
동자가 2005년 10.1%에서 2015년에는 15.8%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국의 프리랜서조합(The Freelancers Union)은 전체 생
산가능인구의 22%가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라는 추정결과를 발표하였
다(Manyika et al., 2016 - 정준호(2017)에서 재인용). 매킨지 글로벌 연구
소(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6개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25～30%가 주업 또는 부업에서 독립노동자로 일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요약하자면, 디지털기술 발달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과정의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도 노동자의 작업속도, 시간, 내용들을 실시간 파악함으로써 통제가 가능
해졌다. 지능화된 로봇의 투입을 통해 일상적인(routine) 작업을 대체하게
되었으며, 자료분석과 추상수준이 낮은 의사결정의 일부까지 위임하게
되었으므로 단순사무직 노동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었다. 고용형태도 변
화하게 되었다. 표준화와 모듈화를 통해서 소속노동자의 충성심에 기대
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조각노동
(piecework)을 수행하는 독립노동자의 지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3. 로봇화에 대한 대응
로봇화에 대하여 명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전략 보고서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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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르바이텐4.0(독일정부, 2015)’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독
일은 디지털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절대수가 감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생산직
은 급감하고 IT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직종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BCG의 연구결과에서는 100만개 일자리가 IT분야에서 창출되는 반면, 생
산직에서는 6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대다보았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이 적용된 생산프로세
스가 제조업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아르바이텐4.0’ 시대를 고민하
는 독일로서는 로봇과 인간의 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핵
심이슈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로봇화를 통한 스마트공장이 독일이
추구해 온 사회적 시장경제와 갈등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파트너십, 노사공동결정제도, 민주적 경영참여를 독일 국제경쟁력
의 성공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구조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노사협상과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 노동세계에서 더 효과적인 공동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종업
원평의회의 구성과 능력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역설한다.
아르바이텐4.0의 논지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트렌드를 가속화할 것이다. 상시연락가능성으로 인해 노동의 탈경계화가
일어난다. 업무와 개인생활, 일과 여가, 일터와 집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
상이다. 이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 상의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가면
서도, 시간주권은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과제이다.
아르바이텐4.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개인경제활동계좌를 설정하자는 제안이다. 이 계좌는 강제저축을 유도하
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계좌에 출발자금(Startguthaben)을 제공하고, 능
력개발이나 자영업 전환, 가족 간호나 양육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는 것이다.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사회적 유
산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유산은 용도가 정해진 초
기자본으로서 분배정의와 세대정의를 고려할 때 유용성이 크다고 보여진
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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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이코노미에 대한 대응
오늘날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화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서
비스업 분야에서는 플랫폼(platform)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
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플랫폼 이
코노미는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미디어를
발판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통칭하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
존, 애플, 우버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
폼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면, 이들의 기능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아르바이텐4.0’에서는 플랫폼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
누고 있다. 이 틀은 디지털플랫폼 시대가 노동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분으로 보인다(표 3-1 참조). 그들 가운데 현 시점
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은 중개플랫폼
과 크라우드워킹 플랫폼이다.
<표 3-1> 플랫폼의 종류
Facebook,
소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메시지, 사진, 음성, 비디오파일 등의 개인
Xing,
(social communication 정보와 연락처를 중개하고 이용자들간 교류
Youtube,
plattform)
를 가능하게 함
Twitter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digital market place)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거래에 개인하지 않
eBay,
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가상공간을
MyHammer
제공

플랫폼 성격을 가진 거래자로 다양한 규모
로 시장 참여자들간의 소통에 관여. 가격책
중개플랫폼
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관한 규정을 Uber,
(vermittlungs plattform) 통해 거래에 개임. 따라서 순수한 중개자가 Helping
아님. 온디멘드경제나 서비스 플랫폼은 중
개플랫폼의 대표적인 예
크라우드워킹 플랫폼
(Crowdworking
plattform)
자료 : 아르바이텐4.0.

Upwork,
IT에 기반한 디지털노동의 중개자로서, 명
Amazon
확히 정의된 워크 패키지를 공개입찰 방식
Mechanical
으로 위임하고 처리함
Tu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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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제성 외(2015)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취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답하는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임금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에 제3의 영
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구분을 넘어
서는 새로운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개념적으로는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인가에 따라 다른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고
용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첫 번째 대응양식 이외에 다른
해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중간에 제3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
해서는 논의가 활발하다. 주로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보호를 확대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고, 스페인에서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비임금근로자’라는 개념이 도입
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엘코므리법을 통해 디지털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제3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첫
째,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제3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범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둘
째, 임금근로자/자영자 구분을 임금근로자/경제적 종속근로자/자영업자
로 바꾼다고 해도 경계확정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박제성 외,
2015). 실제 예로 영국에서 근로자(worker) 개념이 도입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보호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인지를 두고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
여 보호하는 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기본소득이 그 방편 중
하나일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
험을 보편주의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보편주의적 사
회보험제도의 기준은 급여나 서비스를 모든 이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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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마련되며, 만인에 대하여 강제 적용되며, 모든 이가 접촉 가능해
야한다.
산업생산체계와 복지국가 재분배체계는 모두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 다만 생산체계가 기술발달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비해,
재분배체계는 경로의존적 성격이 더 강하고 변화가 쉽지 않다(Buhr,
2017).

5. 소 결
급격한 기술혁신은 본질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기술발달을 선도한 글로벌 엘리트들은 많은 과실을 거두어가겠
지만(밀라노비치, 2017)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평가절하될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의 상당부분도 로봇과 인
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상대적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므로 아직은 결론 내릴
수 없다.
디지털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전망
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위소득 주변에
있는 일자리는 사라지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기
존의 자동화 공정이 미숙련노동과 반숙련노동을 대체했다면 디지털기술
혁신은 숙련노동도 대체할 것이며, 단순반복적인 사무노동은 물론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정신노동
까지도 일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혁신은 2000년대 초반까지
30여년동안 글로벌화와 숙련편향적 기술혁신이 초래하였던 일자리 양극
화보다 더욱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혁신은 전통적인 정규직 임금근로를 줄이면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초래한다. 주로 한시적 근로, 간접고용, 독립노동자의 확
산 현상이 뚜렷하다. 노동과정의 표준화와 모듈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
한 연결의 심화도 가능하게 만든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장(marke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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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노동력을 조달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감소한다는 뜻이며, 내부노동시장을 커다란 규모로 유지해야할
유인이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고 이익실현의 사이클도 단기화 되어 있는 금융자본주의의 특
성 상, 핵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인력은 ‘털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지배적인 자본의 선택이다. 디지털 기술혁신은 ‘핵심인력’을 더욱
협소하게 정의하도록 만든다(와일, 2016).
디지털 기술혁신이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 즉 중위일자리의 감소와
비전형적(atypical) 고용형태의 확산은 모두 불평등의 심화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보상격차가 혁신을 자극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유
지하기에는 불평등 심화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거의 대부분의 국제기구
는 심각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포용적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는 국면에서 각국은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
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하는 모든 선진국들이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다.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은 ‘산업(Industry)4.0’에 조응하는
‘노동(아르바이텐, Arbeiten)4.0’을 고민하는 중이다. 보고서에는 공동결정
제도처럼 독일에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고용의 질을 유지할 방도
를 담았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능력개발을 뒷받침하면서 분배정의도
실현하는 사회적 유산으로서 개인경제활동계좌에 대한 아이디어도 담겨
있다.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주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긱이코노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크라우드워크와 우버(Uber)형 플랫폼노동의 확산
은 이미 각국에서 노동보호와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 커다란 논쟁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노동일지라도 일하는 모양과 계
약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각국의 법체계 내에서 개별사례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주요 보고서들은 이들이 임금노동자로 보
호받아야 할 경우인데도 자영자로 간주되는 일이 없어야 한며,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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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좀 더 커버리지(coverage, 적용범위)를 넓혀서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2)

제2절 ‘포용적 디지털화’와 일의 미래 : 주요 국제기구들의
제언과 고용노동정책 관련 논점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포용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해
온 국제기구들은 현재 새롭게 디지털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
며 ‘일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전의 포용화
의 기조를 어떻게 디지털화의 흐름 속에 접맥시켜 낼 것인지에 관하여 활
발하게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 가운데 OECD와 ILO가
주도해서 전개해 온 논의를 살펴보고,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OECD 주도의 성찰과 제언
최근 OECD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확장하여 디지털 경제체제에 접
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섹션에서 디지털화로 인한 고용노동변화를 다루기도 하고, ‘일의 미래
(future of work)’라는 특집 간행물을 통해 디지털 포용화의 가능성을 탐
색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시리즈는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노동시장을 설계하기 위한 방책들을 제시
하는 간행물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화로 인한 고용관계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소득양극화, 숙련기술의 필요 등 다양한 논의를 담아내고 있다.
그 외에도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에서도 디지털 변화에 대
응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22) 본 보고서 제4장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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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동시 성찰: 포용화의 지속적 필요성23)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는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근원적인 사
고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오늘날의 문제적 현상인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원리로서 ‘포용적 성장’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에 대한 배경요인이 세계화, 기술발전, 인구
변화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관한 범-국가적 및 지역별 대책안 마련을
촉구한다. OECD에 의하면,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 그리고 도시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관계들을 새로운 형
태로 주조하며 혁신과 생산성 및 성장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교
차는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위반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
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는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격차를 심화시켜 임금 분배와 생산성 증진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
면이 이미 악화된 소득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가속화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근본
적인 소득안정성 추구, 그리고 개인의 인적,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평생지속플랫폼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었던 ‘선성장, 후분배’를 넘어서 소득분
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체계의 개편 또한 핵심적 선결과제로 제시된다. 그 외에도 여성의 경
제활동을 독려하고 성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접근법, 노인빈곤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령층에 대한 섬세한 정책지원, 중소기업
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23) 이 소절의 내용은 OECD가 2017년 발간한 ‘격차해소(Bridging the Gap)’의 내용
에 기반한다. 디지털 포용화와 관련한 대표 보고서 중 하나로, 여기에서는 사회이
동성의 저하나 기회불균등 및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글로
벌화 및 디지털화와 연관하여 분석한다(OECD,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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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련기술의 향상과 기술협업24)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흔히 가장 먼저 우려되는 변화는 고용량의 감소
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노동력을 요하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
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OECD에 분석에 의하면, 사실상 자동화
로 대체되는 직업의 수는 10% 미만이다. 물론 25%에 달하는 직업 중 50
〜70% 업무는 자동화에 기반하여 이뤄지지만 말이다(Arntz et al, 2016).
이는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자리보다 자동화와 숙련기술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관건임을 의미한다.
OECD가 조사한 숙련기술조사(PIAAC)에 따르면, 성인 중 50% 이상이
단순한 컴퓨터 업무(예를 들면 이메일쓰기, 인터넷사용 등)만 활용할 뿐,
ICT기술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인식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성인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3). 심지어 노동자 중 40%는 ICT기술을 일
상적으로 업무에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한 수준으로까지 학습
하지 못하였으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숙련차
는 나이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이민자집단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
나 앞으로의 노동시장의 기회 불평등의 요소로 자리할 위험이 있다. 특히
숙련기술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로 연결된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단순히
컴퓨터 타이핑이나 마우스 동작만을 구사하는 수준1 이용자들에 비해 보
다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준 2, 3의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7%의 소득을 더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제는 기계화로 인한 고용량의 축소보다는 숙련차로 인한 고용
구조의 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이다. 오늘날 ICT 등에 기반하여 이뤄지는
다수의 노동작업에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전문적인 숙련기술을 훈

24) 이 소절은 OECD가 ‘일의 미래’ 시리즈 중 하나로 2016년 12월 발간한 보고서
‘Skills for a Digital World’의 내용에 기반한다. 보고서는 고용노동체제의 디지
털화를 맞이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숙련기술의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OECD, 20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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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통해 저숙련
자와 고숙련자 간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자동화와 인간의 기술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고용관계 변화

25)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방식의 질적인 변화는 긱 이코노미 또는 온디맨
드, 공유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디
지털 경제 하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비표준적 작업방식 및 독립적 고용형
태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형태로 귀착된다는 데에 있다. 기존의 안정적
인 고용관계에서 정규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비해, 비표준적인 일자리
를 가진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폭이 좁으며, 기술훈련을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또 직무가 제한적이고 모기지 등의 신용자산도
불안정한 편이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노동자
들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을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자영업자를 조사한 통계자
료 상에서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서 일하는 경우와 실
질적으로 근로자성을 띤 자영업자의 경우를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문제
가 되는 것은 후자인데, 플랫폼 경제의 노동자들은 여러 경제활동을 동시
에 수행하고 소득원 또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기존의 노동시장 접근
방식으로는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 법적노동시간, 최저임금, 실
업보험, 세금 및 기존의 사회적 혜택들은 전통적인 고용주 -근로자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노조결성의 권리라든가, 단체협
약 등을 적용받지 못하며 실업보험이나 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적 안전
망에서도 벗어나 있다.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19개국에서 자영업자

25) 이 소절은 OECD가 ‘일의 미래’ 시리즈 중 하나로 2016년 5월 발간한 보고서
‘Automation and Independent Work in a Digital Economy’의 내용에 기반한다.
여기에서는 오늘날 빅데이터, AI, IoT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발전이 노동시장의
고용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했다(OECD, 20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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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0개국에서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적용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전
통적인 근로관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혜택만이 지급되거나 의무적 적용
이 아니라 가입 자체를 자율적 선택에 맡겨두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수급 적용은 보험혜택, 병가/모성휴가, 실업보험 및 노령/장애/
긴급보조 수당에 이르는 전 사회적 혜택에 통틀어 비슷한 상황이다(OECD,
2015).
디지털 시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근로(atypical forms of employment)
의 출현은 앞으로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키고, 보
호받기 어려운 일자리들을 양산하여 임금양극화 및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빈곤(in-work poverty)과 고용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
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제언26)
끝으로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의 움직임에도 주목해 본
다. TUAC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나타날 노동자
들의 지위 하락을 우려하며 노동조합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미시
적․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미시적인 측면
에서 노동조합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노동자 집단의 조직화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동시
에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정립하는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 즉, 공정한
임금과 생산이익이 분배되도록 하고, 양질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나아
가 세계화와 기술변화로 인한 아웃소싱과 실업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
로서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
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ICT와 로봇공학 등의 기술 도입에 참여
하고, 기업의 미래전략 개발에도 노조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정보보호 및
26) 이 소절은 TUAC(2016)의 내용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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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노조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각종 정보보호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등 새로운 조직적 모델 수립 등에 노조의 분명하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그 연장에서 노조는 ‘업종별숙련위원회(Sectoral Skills Councils)’ 등의
구성원으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질서의
변화 속에서 원만한 이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재숙련 요구를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을 설
계하고, 실무 능력을 겸비한 노동자를 양성하고, 경력개발을 위한 상담자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노조는 고품질의 견습제도가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직업교육훈련(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시스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해 가야 한다. 이는 노동자 개
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노조가 담당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ILO의 인식과 제언
ILO가 제언한 좋은 일자리의 정책적 개념은 오늘날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맞아 새로이 재구성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시장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노
동의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좋은 일자리’의 의제를
다시금 부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ILO는 오늘날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
장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사회정의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 효과
적인 대응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의 미래를 2013년부터 독립적인 의제
로 다루고 있다. ‘일의 미래(future of work)’를 통해 ILO는 머지않은 미
래에 어떠한 형태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체제의 고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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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변화와 일의 미래27)
4차 산업혁명은 이전보다 훨씬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생산성 증대 및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Industry4.0과 같이 새로운 방식의 제조기술
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율적인 로봇기능을 통해 데이터 네크
워크에 전체적인 생산 사슬을 연결시키고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과 학습기능을 장착한 로봇의
활용, 사물인터넷(IoT)과 3D 프린팅 기술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실업이 점
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McAfee and Brynjolfsson, 2014; Ford, 2015).
이러한 자동화의 성장은 글로벌화에 바탕한 경쟁적인 시장환경과 결합하
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노
동력을 감축시키는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러한 경쟁압력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일자리를 파괴함으로써 생산성
을 향상시키며, 자동화 및 생산 시스템의 파편화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한편으로 새로운 경제활동과 일자리들을 만들어냄
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 첫째, 특정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은
오히려 예측불가능한 또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일례로,
Autor(2015)는 은행이 ATM 도입 시 창구직원의 고용이 일시적으로 줄
어들 수 있으나 이는 지점 수의 확장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
다. 또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은행직원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관계적 접근에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도 있다.
둘째, 기술적인 파급효과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새로운 로봇과 스마트
기계를 개발, 설계, 제작,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시스템의 단편화, 사물인터넷, Industry 4.0, 디
27) 여기서는 ILO가 ‘일의 미래’ 시리즈(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 중 첫
번째 노트로 발간한 ‘기술변화와 일의 미래(Technological changes and work in
the future)’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술변화와 일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을 추론한
여러 문헌들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관련된 그간의 여러 연구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는 자동화경향에 따른 일자리의 양적 감소에
대한 우려, 질적 측면에서의 저하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연구자들의 상반된 견해
를 다양하게 검토한다(ILO, 2016b).

제3장 ‘포용적 디지털화’의 논리와 방안 71

지털 테일러주의, 무인자동차 등은 새로운 인프라와 운송장비, IT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킨다.
셋째, 기술혁신은 다른 부문의 혁신으로 파급된다. 기업가는 기술발전
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는 이미 제조와 데이터분석을 결합하여 제
품 혁신을 이끌어내는 제조와 서비스의 동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
하였다. 일례로 타이어 제조회사인 미쉐린은 타이어에 도로 상태, 온도,
속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를 부착시켜 트럭운전자들에게 연료소
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구글과 같은 소
프트웨어 기업에서는 무인자동차기술 개발에 있어 새로운 기술들을 결합
함으로써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Accenture Technology, 2014).
넷째, 가격과 소득효과이다(Acemoglu and Restrepo, 2016). 기술로 인
한 생산성 증가가 높은 임금, 소득으로 연결되면 구매력을 향상시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다. 또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자극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을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바렐리(Vivarelli, 2007)에 따르면 소득과 시장팽창 효과는 고용손
실을 보상할만한 잠재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의 기술적 진보는
의료 비용을 감소시켜, 보다 정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
다섯째,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공정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감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여가산업 및 서비스를 통틀어 새로운 일
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스포츠, 건강, 레크리에이션, 관광,
음악, TV, 컴퓨터 게임, 레스토랑,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DIY 운동 등
이 이러한 현상의 예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여가산업 수요의 잠재력은
기술발전이 실업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귀결되는 데에 중요한 전
제조건을 달고 있다. 기술발전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귀결된다면, 새로운
생산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수요의 증가를 보장한다.
위와 같은 메커니즘이 성립한다면, “기술은 일(work)이 아니라 직(職,
job)을 줄일 뿐”이다(Bowen, 1966 - 오터(Autor, 2015)에서 재인용). 물론
기술발전과 고용량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Timmer et al, 2015; Graetz and Michaels, 2015).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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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일은 미국보다 로봇기술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국가이지만, 제
조업에서의 고용감소량은 미국에 비해 훨씬 낮다(Nübler, 2016).
디지털화는 양적차원에서의 고용량 증감소뿐만 아니라, 질적차원에서
도 조직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한 패러
다임 변화에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상충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디지털 경제로 인한 고용손실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
반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고용손실보다 고용창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다. 급격한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데에
는 대체로 동의하나 이것이 꼭 위험으로 직결될 필요는 없다.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
어나갈 수 있으며, 고용충만한 디지털경제(job-rich digital economy)는
충분히 도달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Nübler, 2016)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반드시 고용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귀결
될 필요는 없다. 기술발전은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이 처해있는 경제 사회적 여건과 선택하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
고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다. 나쁜 일자리
의 확산도 결과적으로는 실업율을 낮추고 일자리의 증가라는 수치로 나
타나기 때문이다. Gordon(2016)에 따르면, 컴퓨터 시대의 문제는 대량실
업이 아니라 좋고, 안정적이며, 중소득 수준의 일자리들이 점진적으로 사
라지는 동시에 저소득의 단순노동직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미래 노동시장의 주요 핵심 안건을 크게 분할해보자면 i) ‘완전 고용’의
달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과제, ii) 일자리 양극화의 해소와 단순히
나쁜 일자리의 증가가 아닌 좋은 일자리의 확산의 두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완전 고용 달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
이며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할 것인지, 만약 자동화경향에 의한 고용
손실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맞춰 정비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대안은 무엇
인지(e.g 돌봄 경제), 이같은 고용증감이 국제적 수준, 국내적 수준에 미
치게 될 영향은 무엇이며 그에 적합한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기술발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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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같은 사회경제적 혁신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사회적 대화
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의 질문이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둘째, 일자리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의 확산에 관해서, 기술발전은
숙련수준 등에 영향을 끼쳐, 노동시장의 파편화와 중산층의 몰락, 소득
불평등의 확산 등의 문제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로 인
한 양극화와 일자리 질의 하락은 불가피한 것인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또 새로운 기술이 일의 속성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새롭게 출현하는 일자리들의 속성은 무엇이고 이들
을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변화는 단순
히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정이 어떻게 사회적 차원에서 관리되
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노동시
장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 마지막
으로는 기술변화가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다. 생산성 향상과 함께 분배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미래사회
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면서 어떻게 생산성을 재분배할 수 있을
지, 이에 관한 재정정책과 임금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 소득 재
분배에 있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지(예컨대 기본소득)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고용관계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28)
오늘날 새롭게 제3의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내지는 앱기반
근로자들은 전통적인 유형의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자영업자) 사이에 회
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
28) 여기서는 ILO가 2016년 3월 ‘일의 미래’ 시리즈(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 중 세번째 노트로 발간한 ‘Time for affirmation or alternatives?’의 내
용을 요약하여 살펴본다. 여기서는 주로 고용관계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 대안을
살펴본다. 특히 보고서에는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운 비정형근로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긱’ 내지는 ‘온디맨드’ 경제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ILO,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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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근로자 혜택을 받지 못하며,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직 뚜렷하지 못하며(Cherry, forthcoming), 독립계약
자(independent workers)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우버, 리프트 등의 운송산업에 종사하는 사례를 들 수 있
다. 플랫폼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기존의 택시기사와 동일한 유형의 근
로자로 분류할 것인가? 우버의 택시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종속근로자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오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Eisenbrey and Mishel,
2016).
긱 이코노미 하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모바일 근
로자들에 대상으로 한 이른바 휴대혜택(portable benefits)이 제시된 바
있다(Hill, 2015; Kamdar, 2016; Strom and Schmitt, 2016). 기존의 근로
자 혜택이 고용주에게 묶여있었던 것과 달리, ‘휴대적 혜택(portable benefits)’
은 근로자에게 묶여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근로자 혜택은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부터 고용주의 기여금 책정, 또는 둘의 조합도 가능하다. 휴대적
혜택은 노동자가 종속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노동자들에게 혜택부여를 가능하게끔 하여, 새로운 근로자 유형을 또 다
른 것으로 정의하기보다 근로자(employees)와 독립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Kamdar, 2016). 이 외 또 다
른 보호방안으로는 재정기술훈련이 있다(finance skills training). 그러나
긱 이코노미에서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해체된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훈련투자 인센티브가 약하다.
크라우드 워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충분한 소득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이 소득에 연계되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휴대적
혜택은 기본적인 소득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늘리는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Berg, 2016). 이런 측면에서 휴대적 혜택은 최저임금이
나 초과근무수당같은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
며, 종속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긱 이코노미에서의 일의 파편화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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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강화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나
타냈다. 시애틀에서는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 신분의 노동자
들이 앱기반 운전자조합(app-based drivers association)을 조직하였는데
(Strom and Schmitt, 2016) 이는 미국의 긱 노동자들이 결성한 대표적인
조직단체 사례로 알려져 있다. 또 우버에 근로했던 운전자들끼리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Swift어플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윤배분 조
합방식을 채택한 플랫폼 코포라티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Dellinger,
2016). 독일서비스노동자연맹(German Service Workers Union)은 자영업
자들을 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IG Metal은 긱 이코노미
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공정크라우드워크(Faircrowdwork) 캠페인
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운동 방식이 가져오게 될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긱 노동자가 ‘근로자’냐, ‘독립계약자’냐의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이들의 법적 권리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앞으로의 고용관계의 전망에 있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고용관계를 탄력적으
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이전의 역사적 경로에 맞춰 고용관계를 새로운 현
실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련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
는데, a)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일자리들에 대해 근로조건을 강
화하는 것 b) 법적인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근로조
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ILO, forthcoming)이다. 이 같은 정책
적 조치는 노동 참여(work engagement)에 따라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
고 근로자의 목소리와 단체 교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해
소하는 데 있다. 특히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원활한 노동시장진
입, 고용기회의 제공,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번째 시나리오로는 현재의 고용틀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정비하
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안점이 따른다. a) 새로운 고용관계(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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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contract)에서는 종신계약과 임시계약 간의 구별을 없애고 연
공서열에 따른 고용보호의 수준을 강화한다. 이는 종신계약자(내부자)들과
임시계약자(외부자)들 간의 노동시장 파편화(labour market segmentation)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b) 새로운 소득안정(New income security)
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주 부담(non-contributory)을 강화하
고, 자영업자같은 취약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분배 성격의
사회보호망을 구축해볼 수 있다. 오늘날 가장 극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고용의 형태나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다. c) 새로운 조직방식(New ways of organizing)
이다. 프리랜서 및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들이 증가하면서 협
력적인 기업조직 및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조직 전략이 계발되고 있다. 선
진국에서는 자영업자인 프리랜서가 비용과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 협동
조합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구성을 통해 전통적인 유
형의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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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입 :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고용노동정책적 논점

최근 영미권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권에서 경제
및 고용지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유럽의 고용 및 사회발전
보고서(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s in Europe, 2017)는 경제
성장이 회복기에 들어섰으며 노동시장 참가율이나 기타 사회발전 추세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의 고용 수
준은 경제 위기 이후 최고치, 실업률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여성이나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몇몇 사회경제적 발전
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배제와 근로빈곤에 대한 우려
가 크다.
한국 또한 실업률 3.8%(2017년 8월 기준)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으
나 이는 체감실업률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는 현란한 지표들로 수식된
양적인 경제성장 이면에 노동의 질 저하라는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이 자
리하기 때문이다. 소득원이 일정하지 않은 일자리, 비정기적인 계약직 일
자리, 근무환경이 위험해서 장기간 노동할 수 없는 일자리, 자신의 숙련
을 발휘할 수 없고 자기계발도 어려운 일자리, 기본적인 노동권리조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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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지 못하는 일자리 등 열악한 일자리들까지 모두 고용의 틀 안에 넣어
버림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률 향상’이라는 현상으로 해석되는 데
에 쓰여지고 만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공정시스템을 산업시대의 그것과 전혀 다르게 변혁
시키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노동의 소득안정성이나
조직화방식에 상당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 고용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담론
이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포용성’ 담론으로 볼 수 있는 이 담론의 줄기
를 다소 거칠게 요약하면, ‘고용, ‘소득’, 그리고 ‘노동의 조직화’로 압축된
다. 이들은 각 국가별로 노동의 탈경계화를 막기 위해 추구하는 정책지향
들 내에 일정하게 실현되어 있다. 그러한 정책수단의 방향성은 매우 복합
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진보정부들도 친시장적이거나
유연화된 고용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각각 유연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일부 정치적으로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노사정간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각각의 정책들이 실현되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용적 담론 및 정
책들과 결합시켜 갈 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화로 인한 고용체제의 변화를 고용, 소득, 노동의 조직화 등으로
분석하여 구분할 경우, 이들은 각각 향후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을 도모해야 할 핵심 논점들을 형성한다. 첫째는 고용관계(employment
contract) 상의 변화이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등 복잡
다단하게 형성된 노동시장 내에서 자본 불안정성이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사회적 보호망이 해체되어가는 가운데, 디지털화는 이같은 분화를 가속
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시대의 고용관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해체하여,
분산적이고 탈경계화된 노동들을 양산한다. 유연성의 표면을 덧씌운 탈
고용관계를 통한 형식적 해체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종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 고용주의 ‘통제권’이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버(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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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들 간에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
다. 영국의 경우 고용심판소 등의 재판기관에서 일정부분 ‘독립계약자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는 결과가 출현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는 소득 안정성(income security)이다. 자본생산성 증가에 비해 노
동소득이 그에 따라가지 못했음은 이미 피케티(Piketty)를 비롯하여 소득
주도성장 주창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29) 그들은 자발적
이든 비자발적이든 일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와 안전망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소득원을 얻는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으면
서도 여전히 실질상의 ‘빈곤’ 상태에 처해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근로빈곤’은 고용관계 상의 변화와 맞물
려있는 바,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노동
계층을 보다 실질적인 범위로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30)
셋째는 노동의 조직화 방식이다. 긱 경제(gig economy)나 크라우드 소
싱(crowd sorcing) 등의 노동 유형에서는 노동자들 간 연대의식이나 집
단행동이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 크라우드 소싱은 개별화된 업무형태의
극단적인 모습을 현현한다. 고객이 요청한 업무를 세세하게 분할하여 여
러 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자들에게 분할 배치하는 이같
은 노동형태에서는 여러 노동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가 없으며, 알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공유만이 가
능할 뿐이다. 우버와 같은 온-디맨드(on-demand) 방식에서도 마찬가지
로 노동자는 각자 자신에게 호출된 특정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노
동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연대를 맺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디지털
화의 노동조직 해체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그리고 서유럽권에서는 플랫
폼 경제에서의 노동의 집단적 조직화를 모색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출현하는 노동조직들은 비인가된 조직이 대부
29) 쿰호프와 랑씨어(Kumhof and Rancire, 2010), 베르그와 오스트리(Berg and Ostry,
2011), 갈브레이스(Galbraith, 2012), 빨레이(Palley, 2012), 라쟌(Rajan, 2010), 스티
글리츠(Stiglitz, 2012) 등이 대표적이다.
30) 이같은 논의를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게 되면, 고용상태나 연령․성별에 관계없
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논의 또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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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임금이나 근로환경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권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새로운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포용성’ 담론줄기의 핵심 논점
은 ‘고용’, ‘소득’, ‘노동 조직화’로 압축된다.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의 흐름 내에 이 같은 포용적 담론 및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해 낼 지
가 관건이다. 현실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적 상황, 즉 탈고용관계, 노동소
득 불안정, 조직화 해체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새로운 일자리들은 전통
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이나 조직화
와 관련된 여타 문제를 겪곤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권을 ‘근로자’
에 한정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닌 이들은 최저
임금, 초과근무수당, 사회보험, 의료혜택, 연금, 노조결성 등 기본적인 권
리와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라 사회적 시민권
을 분할하고, 부분적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31)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 4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포
용화와 포용적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조망
해 본다.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쟁점이 된 구체적인 법률적,
제도적 양상들을 살펴본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다소 비약이라고 판단되기에 그 이전에 우선 - 근
로빈곤 및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초과근무법’이나 ‘최저임금법’, 영국의 ‘생활임금’ 등
이 그것이다. 끝으로 노동의 새로운 조직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전
통적인 노동조합이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양상과 함께 새로운 노동조직들
의 출현양상들을 조망해 보았다.

31)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영국의 테일러리뷰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찰
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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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 국

1. 개관 : 포용화를 ‘물타기’하는 디지털화?
2017년 미백악관 자문보고서에서 인용한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전체 가구 중 하위 20%의 연
평균 소득은 2,5000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가구는 평
균 160만 달러의 연 소득수입을 올린다(CBO, 2016). 약 15%의 미국인이
실질빈곤에 처해있다는 조사도 있다(Proctor, Semega, and Kollar 2016).
백악관 자문보고서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
제가 소득 불평등의 해소라고 분석하기도 했다(미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2017).
오바마 행정부는 불평등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동반목표를 구축하여 모
든 이들에게 분배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가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포용화의 정책기조는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동안 임금소득부양, 근로계
층에 대한 세금감면, 의료보험(ACA) 개선, 노동교섭권 강화 등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혜택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현되었다(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2017; EPI, 2015a). 그 외에도 경기부양법(ARRA)
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업 보험(UI)의 연장
에도 경주했다.
그 중 핵심적인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임금부양과 노동
교섭권 강화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동안 임금부양 정책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연방정부에서 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
업자에게도 임금상승안이 적용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시중노임단가 확대
정책을 폈고 관련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진시키는 데에 일
조하였다. 초과근무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초과근무수당법을 활용하여 임금부양효과를 진작
시키고자 했고, 실제로 1,250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그 수혜를 입었다(EPI,

82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2015a).
오바마 정부는 노동교섭권과 노동조합력을 강화하여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불합리한 권력 관계를 개선하고 노동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일 예로 전국노동관계국(NLRB)은 고용
주들이 반-노조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도록 유인하면서 노조대표선거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측의 선거승리율이 놀라울 정도
로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EPI, 2015a). 노동조합의 세력확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가하는 비노조원들에게도 힘을 실어줬으며,
프렌차이즈나 계약해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들에 맞서 정치적 대항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최저임금인상과 노동교섭권 강화와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포용적
정책이 상당수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디지털화로 인한 고용
관계의 변화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반하는 흐름을 나타내
고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인상이나 노동교섭권 강화는 결국 ‘근로자’ 지위
를 인정받을 수 있는 틀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인데, 오늘날
미국 경제의 디지털화는 ‘근로자’ 자격 자체를 점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버(Uber)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독
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서비스 약관
에서 자신들의 설립근거를 ‘기술적 중재’라고 정의하면서, 추후 독립계약
자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할 것을 사전
에 요구한다. 실질상 플랫폼 업체들의 통제 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근로자
성의 법적 테두리에서 배제함으로써 그 어떤 사회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
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경우 미국에서는 최저
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근로자 기준에 따르는 혜
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니 노동교섭권 강화니 하는 주제들은 모두 ‘담장 바깥(outside of the wall)’
의 일인 셈이다.
미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에 기
반한 플랫폼 업체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 왔다. AI와 같은 기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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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같은 금융,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의료부문에서도 미국은 선도적
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다양
한 플랫폼 산업들의 부흥이 눈에 띠는데, 대표적인 운송플랫폼 기업인 우
버(Uber)는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지역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국제적 기
업으로 성장해 있다. 우버가 창출하는 시장가치는 매년 한화 69조가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알려져있다(Steinmetz, 2016).
우버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기존 기업들 또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
고 있다. 예를 들어 택배회사인 페덱스(FedEx)는 음식배달어플 도어대시
(DoorDash)를 인수했고, 자동차회사 다임러는 차량렌탈어플 카투고(Car2go)
를 매입하였다(Drahokoupil and Fabo, 2016). 이렇듯 충분한 자본력을 갖
고 있는 기존 기업들까지 디지털기반 산업에 뛰어들면서 플랫폼 시장 자
체가 현재 빠르게 커가는 추세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 플랫폼 기반 산업들이 노동의 사회적 권리를 축소시키
고 권리향유의 자격 자체를 협소하게 정의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미국 노
동시장의 분절화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가 ‘반(反)포용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래에 우버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이미 근로자성 지위확인 소송이 다수 제기되어왔다.
근로자성 문제는 디지털화 이전부터 미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
제로,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공정근로기준법(FLSA) 개정을 통해 근로
자를 독립계약자로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코자 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른바 ‘ABC 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근
로자 오분류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
는 건설업 등 기존 산업부문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디지털 산업과 관
련해서 뚜렷한 원칙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디지털화와 관련한 근로자 지
위 판단 소송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의 통제권이 인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
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합의로 종결되었다. 결국 대다수의 미국 노
동자들은 여전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들의 자발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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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 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새로운 노동조직체 중 하나인 ‘프
리랜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노무제공자들 그리고 자
영업으로 분류된 독립계약자들을 포괄하여 그들의 사회적 노동권리의 확
대를 주창하는 단체다. 이들의 조직적 확대에 힘입어 뉴욕시에서는 2017
년 5월 15일부터 ‘프리랜서는 공짜가 아니다(Freelance Isn’t Free)‘법이
발효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정부와 노동자 조직체가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로 여러모로 그 의미를 짚어 볼 만하다.

2. 포용화
이 절에서는 지난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를 중심으로 미국의 노동
중심 포용화 정책을 분석해 보겠다. 그 일환으로 임금부양과 노동교섭권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경기부양법
(ARRA) 등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및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까지 살펴본다.
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통한 소득부양정책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최저임금부양정책으로는 경기부
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statement Act : ARRA)의 시중노임단
가 확대를 들 수 있다. 시중노임단가란 해당 지역의 시간당 임금률(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평균적 수준)과 시간당 부가급여률(건강 및 연금 등 복
지, 휴가 휴일 등 반영) 두 가지를 반영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임금단가이다(강현주, 2016). 이른바 ‘데이비스-베이컨(Davis-Bacon)법’
에 의거하여, 건설 부문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워싱턴 DC에서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연방정부에서 재정지출이 이뤄지거나 보조되는 경우 시중노
임단가를 적용한다(김기선 외, 2013: 125).
오바마 정부는 공공 공사 계약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는 사
업뿐 아니라, 주나 시정부, 지역정부, 기타 연방기금을 받는 민간기업들에
도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시중노임단가의 확대 적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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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건설업의 실질적인 임금견인효과를 창출하려 한 것이다. 나아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노동단체와 협약을 체결토록 의
무화했는데, 이로써 노동단체의 교섭력을 증진시켜 최저임금이나 시중노
임단가보다 높은 임금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김기선 외, 2013: 132).
또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서비스계약법(Service Contract Act : SCA)상
에도 경기부양법을 적용하여, 서비스부문 임금의 확대인상을 이끌어 냈
다. 연방 서비스부문을 위해 1965년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연방정부 또
는 워싱턴 시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시중노
임단가 내지 단체협약상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임금은 공정근로기
준법(FLSA)에서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서비스계약
법에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산업안전과 보건기준, 근로자 분류와 임금지
급 등에 관한 필수적 규정들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김기선 외, 2013 :
128). 경기부양법은 연방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
도 서비스계약법에 따르도록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이는
- 데이비스 - 베이컨 법과는 달리 - 주나 시정부의 서비스계약에는 적용되
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직접 계약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
오바마가 추진한 핵심 개혁 중 또 다른 하나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이
다. 이는 신규 노동력의 채용보다는 기존 노동력의 초과근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기업 경영의 생리와 시장의 본질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제정되
었다. 즉, 기업이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노동력의 장기근로를 선호하는 상
황을 인정하고 고용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만 한다면, 합
법적인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
면, 초과근로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무시간당 정규시간급의 1.5배를 받는다. 그러나 표준 노동주간과 초과
근무조항의 내용은 1985년 이래 수정되지 못하였고, 실질상의 효력이 없
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무급형태로 초과근로에 동원되는 상황이었다
(EPI, 2015b).
이에 미 노동부는 2004년부터 초과근로지급 직종범위를 고려하여, 일
종의 급여 테스트를 통해 초과근무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도입하
였다. 이른바 뉴오버타임(New Overtime) 법안이 그것이다. 이는 무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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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과근무를 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자동으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임금상승효과를 보게 했다. 다만 고
급업무를 분류하는 직무테스트를 통해 임원, 행정직, 전문직에 해당할 경
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부양법(ARRA)을 통한 공공조달부문에서의 임금부양기조, 공정근
로기준법(FLSA) 개혁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의 법적 규제 정책이 뚜렷해
지면서, 주정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에 동참하였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에는 특히 뉴욕 시에서 시작된 ‘15달러 투쟁
(fight for $15)’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은 뉴욕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촉발되어 미 전역의 임금상승캠페인으로 이어졌으
며, 지역정부들이 최저임금조례를 채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를 통해
2017년 현재 7개 주와 18개 도시 및 카운티에서 약 1천2백만 명의 노동자
들이 임금상승의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이다. 30개 주들에서는 연방수준
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최저임금상승 사례로는 시애틀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시애틀 시는 물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25%가 시급 15달러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
산된다(USA Today 2014/6/2, 김정명(2017)에서 재인용). 이는 노동자 4
명 중 1명이 ‘근로빈곤’에 처한 상태로 임금불평등의 수준이 심각함을 나
타낸다. 시애틀 시의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악화를 막고 임금불평
등을 줄이기 위해 2014년 6월 최저임금조례를 통과시켰고, 2014년 9.32달
러에서 2017년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32) 최저임금의 적용은 사
업장 규모(500인 이상 기준)와 의료 혜택 등에 따라 나뉘며 적용기간까지
다소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김정명, 2017).33)
32) 구체적으로는 2014년 기준으로 9.32달러, 2015년 1월 기준으로 9.47달러였던 최저
시급을 2015년 4월 11달러, 2016년 13달러, 2017년 15달러로 인상했다(김정명,
2017).
33) 예를 들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2017년부터, 의료 혜
택과 팁 제도가 없는 5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1년부터 최저임금 15달러가 적
용된다. 본사 및 프랜차이즈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500명이 넘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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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전혀 상반된
결과와 해석을 불러 일으켰다. 워싱턴대와 버클리대가 최저임금인상효과
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전자는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작거
나 일부에 불과하고(2016년 7월 연구), 심지어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7년 6월 연구)는 입장까지 내 놓았다. 해당 연구자 중 한 명인 워싱턴
대학교 경제학과 제이콥 비그도어(Jacob Vigdor)는 최저임금이 과거 수
익률이 높았던 제조업에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과 달리, 외식업 등 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산업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답은 아니며 근로장려세제 등의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함을 역설했다.
반면 버클리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적인 분배정책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빈번한 인
력시장 이동을 줄임으로써 교육 및 훈련 비용의 감소에 일조한다고 분석
했다. 최저임금 상승시 직무몰입도, 훈련의욕 증진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통해 노동생산성의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최
저임금 상승의 소비 진작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재 수요 증가를
가져와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김정
명, 2017).
나. 노동권리 보호와 실업보험정책
오바마 행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FLSA) 개정을 통해 근로자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 통지 규정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
될 경우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고의적으로 피고용인을 독립계약자
로 분류하는 계약관행이 있어 왔다. 이에 맞서 오바마 행정부는 근로자성
의 기준을 경제적 실체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공정통지규정과 같은 절
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2025년까지는 사업장 유형과 관계없이 시
애틀 시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김정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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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측면을 강화하였다. 만약 의도적, 반복적으로 독립사업자로 분류
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되도록 했다(강현주, 2016).
또 경기부양법(ARRA)에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그 일환으로 행정명령 제13495호를 통해 연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한하여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에 관한 계약/거절권이 우선 보장되게 했
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경험 많고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공공조달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
하고자 한 것이다(강현주, 2016: 8).
오바마 행정부는 실업보험 수급을 정규직뿐만 아니라 저임금, 시간제,
장기실업자에게까지도 확대케 했다. 이는 임금근로자에게 한정되었던 사
회적 보호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려는 시도로 오늘날 고용형태의 다변화
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임금 노동자에
게까지 실업보험혜택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
된 다수의 근로자들을 적극 끌어 안고 가려 한 것이다. 실업급여를 통해
그들의 전체적인 소득부양을 도모하고 직장 간 이동기간에 보다 안정적
인 생활을 누리게 했다.
다. 포용화 정책의 정치적 경로 : 행정명령에의 의존성
오바마 행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혜택을 고루 배분
하고자 하는 여러 개혁안을 추가로 실행하였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적
정부담보호법(Affordable Care Act, ACA), 신탁의무기준(fiduciary standard)
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법(conflict-of-interest rules)의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포용적 기조를 뚜렷히 나타내며 끌고
갔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비롯한 세금공제 혜택 확대,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시행했다. 고용증진법에서는 급여세율을 2% 낮췄고, 고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철회하여 부동산세를 40%로 인상했다.
의회에서 반려된 법안들도 상당하다. 이를테면 행정 임기 초 추진되었
던 노동개혁법인 근로자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은 의회
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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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고용주 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취
지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다. 파업시나 영구적으로 대체근로자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한 사업장공정성확보법(Workplace Fairness Act :
WFA)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꼽힌다(EPI, 2014).
정치적 문제도 포용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시 공화당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중심 포
용화정책을 번번이 반려하거나 퇴짜놓았다. 특히 경제위기 발발 이후 국
가 목표가 재건과 성장에 맞춰지면서, 포용적 정책들을 놓고 공화당의 정
치적 반발이 거셌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
간이 소요되었고 그 속도도 더뎠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재정긴축의 기조
가 매우 강한 상태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긴축정책을
요구했으며, 정책결정은 결국 그 방향으로 흘러 갔다. 연간 예산안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매번 재정확대를 요청했으나, 공화당 중심의 의회에서
결국 수용되지 못했다(EPI, 2014).
연방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은 2010년부터 정체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당시 공화당 중심의 의회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행정
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탓이 컸다. 결국 의회에 맞서 행정부는
행정적 규제권한을 활용하여 시간당 $10.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유급병가 제공, 성/젠더 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차별적인 임
금체계를 막기 위한 투명한 임금지불 등도 지시했다(EPI, 2014).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대부분의 노동개혁정책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존재한다. 다만 당시의 정치적인 한계를 고려했
을 때, 행정명령이라는 강경책 없이는 포용화 정책을 끌고 가기가 요원했
을 것이다.
라. 트럼프 정부의 반기 : 포용화에 대한 번복과 물타기
최근 트럼프의 정책은 오바마 시기의 정책 기조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임금에 대한 뚜렷한 개선안이나 부양정책은 부재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모순과 번복의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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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그는 “낮은 최저임금도 국가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
라고 발언했다. 그해 11월에는 임금이 현재 지나치게 높다고 평하며 최저
임금을 높이겠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답했다.34) 2016년 5월 인터
뷰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노
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Washington
Post, 2016/5/8).
트럼프의 모호한 태도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동계는 2017
년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흑자라는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거
나, 오바마 시기의 규제들을 무효화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 트럼
프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언포하였다. 대표적인 반-트럼프 성향의 임금상
승운동으로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굿잡네이션(Good Jobs Nation)’이 주관
한 운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영웅
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라.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임금은 그대로
이며 사람들은 여전히 해고통지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Washington
Post, 2017/8/20).35)
트럼프가 오바마의 포용화 정책기조에 브레이크를 걸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연방계획과 별도로 주정부수준과 지역정부수준에서 정치
적 동력이 마련된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능한 것이 미국이다. 현재 연
방수준에서의 임금 상승은 요원하지만, 주 정부 수준에서의 최저임금은 시
간당 12달러에서 15달러로의 상승이 예정된 상태다. 2016년 5만 3천여 명
의 공무원들과 11개의 지역 정부계약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가 승인된
바 있다(New York Times, 2017/1/2). 이렇게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해
단행한 임금인상은 지역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노동포용적 개혁의 실질
적 성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34) 트럼프는 2015년 8월 20일 MSNBC의 ‘Morning Joe’에서 “I thing have a low
minimum wage is not a bad thing for this country”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35) Joseph Geevarghese는 2017년 8월 20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Trump
ran as a working-class hero, so let’s look at the results,”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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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적 디지털화
포용적 디지털화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근로자성에 대한 정의 문제
와 관련이 크다. 이 절에서는 근로자성 이슈가 노사 및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법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본 후에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에 제기된 법적 소송내용과 법률적 판단을
고찰해 보겠다. 이후 근로자성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
을 개괄하여 디지털 노동운동 전개 양상의 미래까지 간략히 전망해 본다.
가. 디지털 고용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최근 미국에서는 앱기반 서비스의 플랫폼을 상대로 한 노동분쟁이 활
발하게 진행 중이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 FLSA)
에서의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규정을 둘러싼 분쟁들은 디지털 고용관계
에서의 근로자성 및 종속성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공정노동기준법
(FLSA), 노동관계법령인 연방노동관계법(NLRA :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가족의료휴가법(FMLA :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등에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체계가 갖춰져 있다. 문제는 해당 노무자가 근로
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같은 근로자성의
최종적인 판단은 연방노동위원회(NLRB) 또는 지역 법원이 행한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에서는 근로자(employee)를 “누구든지 사용자
에게 고용된 자”라고 규정하며 상당히 포괄적인 근로자 개념을 채택한다
(Fair Labor Standards Act, 29 U.S.C.A § 203(e)). 사용자(employer)는
“누구든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
여 일하는 자”로 정의한다(29 U.S.C.A § 203(d))(김기선, 2015). 또 “고용”
(employ)은 “노동의 감수 내지는 허락”(suffer or permit to work)으로 정
의한다. 이는 개념을 광의적으로 두어 법적용을 받는 대상 범위를 가능한
넓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Tony & Susan Alamo Found. v. Sec’y of
Labor, 471 U.S. 290, 296 (1985); 이다혜, 2017: 4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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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근로자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일종의 테스트를 개발해 왔다. 이를테면 수행되는 업무
가 사용자의 사업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노무제
공자가 본인의 능력에 따라 해당 업무에서 얼마나 이득 또는 손실을 보게
되는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얼마의 금액을 해당 업무에 투자하
는지, 수행될 업무가 특별한 종류의 기술을 요구하는지,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의 관계는 얼마나 지속되는 지, 사용자가 실제로 행사 또는 유보하
고 있는 지배(control)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이다혜,
2017: 417). 이같은 판단기준에 충족할 경우, 기업은 그 개인을 고용한 것
으로 간주되며 개인은 근로자로 인정된다.
미국의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근로자일 경우 소득세부터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등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며, 급여수준에 따라 실업기여금을 낸
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혜택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계약자일 경우 고용관계에 부속되는 혜택들을 누리기 어렵다. 국세
청(IRS)은 독립계약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로 통제권에 주목한다. 고객
과의 상담 절차를 비롯한 여러 근로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직접 규제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 자신의 행동이나 계약관계, 근로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개인의 고용지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employee)이더라도 형
식상으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취급하는 이른바 ‘근로자
오분류’(misclassification)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고자
독립계약 형태의 고용관계를 취한다. 대부분의 경제적 혜택과 사회안전
망이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독립계약자로 계약한 노동자는 노무제
공에 대한 노동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부터 실업급여, 초
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등으로부터 모두 배제된다. 나아가 근로자 오분
류는 시장의 경쟁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독립계약자와 거래시 사회보험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그 기업은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
하는 타 기업보다 경제적 혜택을 취할 수 있기에 불공정한 경쟁문제가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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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0년대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독립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노
동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10년과 2011년에 발의된 근로자오분류방지법(Employee Misclassification
Prevention Act)이 존재한다. 유사한 내용으로 주정부 에서의 법률들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플로리다 주에서 오분류 방
지를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노무제공자와 계약체결시 근로자인지 독립계
약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통지의무(duty to notice)를 둔 것을
들 수 있다(김기선, 2015). 통지의무 및 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최저임금
위반시에 2배가 증액되도록 했고,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
용자에게 각 위반사항에 대해 5,000달러씩 증액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
하기도 했다(이다혜, 2017: 418). 그러나 근로자성 관련 법률의 완전 법제
화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부는 근로자와 독립
계약자를 구분하는 판단지표를 제시하였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독자적
인 판단 기준을 정비하였다. 미국 내 24개 주는 노동부 지침을 적용했고,
남은 19개 주는 이른바 ‘ABC테스트’를 도입하였다. 이 테스트에서는 독
립계약자 판별을 위해 A, B, C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이다혜, 2017).
A는 해당 개인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배나 감독 하에 놓인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며, 계약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상으로도 그렇다는 요건이다. B는 해당
서비스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일상적인 사업의 바깥에 있는 것이
며, 장소적으로도 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요건이다. C는
해당 개인이 자신이 독립적으로 설립한 거래, 업종, 직업 또는 사업에 일
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위의 ABC 요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
러한 ABC 접근법을 사용하면 독립계약자로 판별되기 더 어려워지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개인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되는 장
점이 있다(이다혜, 2017: 420).
오늘날 미국에서 근로자성에 관련된 소송들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서 특히 활발하다. 2014년 핸디북(Handybook) 소송을 시작으로,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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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Crowdflower), 리프트(Lyft), 홈조이(Homejoy), 인스타카트(Instacart),
포스트메이트(Postmates), 워시오(Wahio)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체들이
근로자 지위 인정 판단에 관한 소송을 치뤘다. 핸디북(Handybook)을 대
상으로 한 집단소송 분쟁36)의 경우, 집안청소나 기타 집수리서비스를 온
디맨드(on-demand) 형태의 인력고용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인 이
회사가 2014년 10월 자신과 계약한 두 명의 독립계약자를 사내 직원이 아
니라 독립계약자의 형태로 오분류(worker misclassification)했다는 주장
을 당사자들이 펴면서 발생했다.
해당 소송 내용에는 핸디북이 노무자에게 실질적인 통제의 권한을 행
사했다는 근거들이 나열되었다. 예를 들어 사측은 청소원에게 자사의 유
니폼 착용을 요구하였으며,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
였다. 심지어 집안청소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여부 등까지도 사전에 미리
지침으로 언도하였다. 이같은 내용은 이 회사와 노무관계를 맺은 독립계
약자가 실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다. 원고들
은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 식사 및 휴식시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정당한 노동권리가 위반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측을 고소했다
(Business Insider, 2014/11/12).
또 사측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추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고지한 것도 쟁점사항이 되었다. 핸디북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자신들의 설립근거를 기술적 중재
로 정의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지위를 독립계약자로 규정하는 근거로 활
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공유경제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
피하기 위해 분쟁 발생 시 중재 회부 조항을 삽입해 왔고, 그것은 종종 문
제시되곤 했는데, 플랫폼 업체들 또한 그러한 관행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었다.
2015년 3월에 미국의 주택수리 서비스 앱인 홈조이(Homejoy)에 대해
서도 근로자 오분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37) 핸디북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의 핵심은 청소원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36) Zenelaj et al v. HandyBook Inc., No. 82 F.Supp.3d 968, 975(N.D. Cal. 2015).
37) Iglesias v. Homejoy, No. WL 5698741(N.D. C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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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근로자 지위에 적합한 초과근무임금지급 및 기타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홈조이가 폐쇄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일각에서는 홈조이의 파산 원인을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기한 소
송 탓으로 돌렸으나, 홈조이는 소송 발생 이전부터 사업의 과도한 확장에
따른 재정 부족 및 품질관리 문제를 이미 겪어 온 바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이들의 파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고 볼 수 있다(이다혜, 2017).
워시오(Washio)도 유사한 경우에 속한다. 독립계약자인 원고는 세탁전
문 플랫폼인 워시오가 주 내 최저임금규정 및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
음을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38) 원고는 워시오가 최저
임금, 그리고 초과근무에 관한 법률들을 모두 어겼다고 주장했다. 무엇보
다 관건은 워시오의 통제권 발휘 여부에 있었는데, 사측이 노무제공자의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의 양, 임금체계까지 매우 세세하게 통제했음이
드러났다. 원고는 워시오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서 또한 발행하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서 일 8시간 이상 내지는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면서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정황을 제시하였
다(Campbell, 2015).
식료품배달 플랫폼인 인스타카트(Instacart)에 대한 소송도 유사하
다.39) 인스타카트는 미 전역 15개 주에서 활동하면서 약 20억 달러 상당
의 고수익을 올린 성공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고객이 지정한 매장에서 미
리 주문된 상품들을 대리 구입하여 1～2시간 내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건에서 집단소송 원고들은 이 회사가 식료품 대리 구매자
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하여 보험 및 세금, 급여 등에서 근
로기준을 어기는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업세금이나 초과근
무수당, 최저임금 등을 배제한 낮은 인건비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
려는 경영상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었다. 비용측면에서도 피고용인에게
상당부분 책임을 전가했는데, 예를 들면 인스타카트에 등록된 대리구매
38) Taranto v. Washio, No. CGC 15-546584(N.D. Cal. 2015).
39) Cobarruviaz v. Maplebear, No. WL 6694112(N.D. C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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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로 하여금 배달시 자신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도록 해 사측은 차량운
영비용에 관련된 비용 또한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그 외에도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스마트 폰이나 앱에 접속하는 데이터 비용 또한 온전히 근로
자의 몫으로 전가되었다(Tansey, 2015).
인스타카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식료품 배달 업체가 아닌 소프
트웨어 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들은 회사는 - 중개자
가 아니라 - 실질적으로 식료품구매서비스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체라고 반박했다. 이후 인스타카트는 법적 판결과 관계없이 대리 구매자
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행보를 보였다. 보스턴, 애틀랜타, 시카고, 마이애
미, 시애틀 및 워싱턴DC 등의 도시에서 기존의 독립계약자들에게 파트타
임 일자리를 신청하게끔 하는 내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등의 지역에서도 독립계약자의 근로자로의 지위
전환이 진행되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기존의 독립계약자들과는 달
리, 근로자의 책임범주를 넓히고 훈련, 감독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대리구매자들의 숙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근
로자성 지위 전환을 통해 작업 신속도나 정확성, 생산성 향상을 고취시키
고자 했다. 이를 통해 종전의 독립계약자 중 약 3/4이 근로자로 전환되었
으며, 사회보장이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도 적용되었다. 다만, 풀타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시했다는 의혹이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근무시간이 배정
된 점, 이전의 독립계약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비
용, 그리고 차량운영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한 비용 등이 아직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켰다(Tansey, 2015). 그
럼에도 인스타카트의 행보는 우버나 기타 플랫폼 기반 업체들에게 새로
운 태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크라우드 플라워(Crowdflower)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크라우드
워크도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40) 이 회사는 이
40) Otey v. CrowdFlower, Inc., 2014 WL 1477630(N.D. C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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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에게 개별 업무를 분할하여 맡긴 뒤 이를 취합하여 고객에게 전달
하는 대표적인 크라우드 워킹 플랫폼이다. 예컨대 최종 목표가 웹사이트
제작이라면 이를 코딩, 태깅 등 세분화된 과업들로 나누어 전 세계의 개별
이용자들에게 맡기고, 이들이 각각 완성한 마이크로태스크(micro tasks)를
취합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다(이다혜, 2017). 크라우드 플라워에 관
한 소송내용은 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공정노동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에 중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사측이 피고용인들의 실제 지급 임금
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는 합의로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쟁점들을 보여준 사례는 단연 차
량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다. 우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결과적
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우선 고무적이다.41) 우버는 다른 플
랫폼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이 자율적이라고 주장하
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은 상당히 장시간으로 39%의 운
전자들이 16～49시간을 운행하는 등 거의 전일제에 가깝게 근로하였다.
탑승시간이나 대기시간 그리고 업무시간에 고용주의 통제권이 상당부분
발휘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우버는 지침을 어기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앱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는데, 이는 고용주의 통
제권이 발휘된 내용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운수 플랫폼인 리프트(Lyft)
에서도 우버와 유사한 근로자성의 문제가 다뤄졌다.42) 우버나 리프트 사
건은 모두 합의로 끝나면서 원고인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이 돌아갔
다. 판결 이후 고용주의 통제권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계정을 차단하는
행위는 금하여졌다.
법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 고용주의 통제권이 상당부분 작용한 점이 인
정되었고 해당 원고가 독립계약자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합당하다
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이같은 승소사례는 개별 사건에 국한되었기 때
문에 고용구조 자체의 모순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소송이 합
의로 종결되면서 법적 보호가 요원해진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41) O'Connor et al v. Uber Technologies, Inc., C.A. No. 13-03826-EMC(N.D. Cal.
2015).
42) Loewen v. Lyft, Inc., 2015 WL 5440729(N.D. C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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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업체들이 서비스이용약관에 근로자
성을 부인하는 고지를 삽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사
회적 보호안을 마련하도록 고민해야 할 여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나.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
1935년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 통과한 이래,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단체교섭에 기반한 임금상승과 노동권리 증
진이 꾸준히 이뤄져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노동조합 결성율이 감소
하면서 미국 중산층의 해체와 전반적인 불평등 심화가 더욱 가속화되었
다(EPI, 2017).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노동조
합이 약화될 때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반면, 노동조합이 강할 경우 중간
소득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림 4-1).
[그림 4-1] 노동조합과 소득의 관계

자료 : EPI(2017)

이 연구소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임금의 상관성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임금협상을 직접 할 뿐 아니
라, 산업 전반에 대한 임금기준액을 재설정함으로써 비조합원들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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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효과까지 이끌어낸다. 둘째, 노동조합의 조직화는 고임금 직종보다
저임금, 중임금 직종에 더 많은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오므로 직종 간 격차
를 완화시킨다. 셋째, 노조는 자체적인 표준을 통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임금격차를 내부적으로 평등하게 만든다. 넷째, 역사적으로 노동
조합은 주로 고임금 근로자들보다는 중임금 근로자들을 두텁게 집합시켜
왔다. 이는 블루컬러 계층과 화이트컬러 계층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
져온다. 끝으로 노조의 임금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집단에 가장 영향이 크
며, 저학력자․유색인종․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킨다(EPI, 2017)
노동조합의 결성이 임금 및 노동권 향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침에도 불
구하고 미국에서 노조 조직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최근들어 기존의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에서 벗어나 프리랜서 등
의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눈에 띄게 진행
되는 추세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미국 내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프리랜서 노조(Freelancer
Union)와 같이 전통적 근로관계의 해체에 기반한 노동조직의 등장이다.
둘째는 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
조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념을 따른다면, 전자는 유연화된 고용관계에 대응하는 조
직화로 ‘포용화’를 위한 조직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디지털화
로 인해 촉발된 유연적 고용관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포용적 디지털화’를
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포용화’와 ‘포용적 디지털화’로
분류할 수 있는 각각의 노동운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포용화의 사례
우선 ‘포용화’의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프리랜서 노조(Freelancer Union)
를 들 수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노조는 사회보험, 근로환경
안전 및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자 권리를 프리랜서에게도 허용하도록 다
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 보험혜
택 안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직이 2016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프리랜서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약 5천 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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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이는 미국 내 전 노동력의 35%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4년(5천3
백만)에서 2016년(5천5백만) 사이 이 영역에 2백만 명의 노동력유입이 있
었음을 고려하면, 프리랜서직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앞으로 더욱더 늘
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프리랜서의 타입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
었다(Freelancer Union. 2016: 5).
(i)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이들은 전체 프리랜서 중 약
35%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전통적인 프리랜서 개념에 해당한다. 고
용주가 없으며 프로젝트 기반으로 자유롭고 일시적으로 보완업무
를 수행한다.
(ii) 다양 직무 종사자(Diversified Workers) : 전체 프리랜서 중 28%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있으면서도 프리랜서 일
을 병행하여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다. 예를 들면, 병원의 프론트 데
스크에서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동시에 우버의 운전자로 활동하
는 경우이다.
(iii) 동일직무 부업수행자(Moonlighters) : 전체 프리랜서 중 25%를 차
지하는 유형으로, 주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으
면서도 퇴근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소속된 웹 개발자이면서 주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영리 프로젝트
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iv) 프리랜서 사업자(Freelance Business Owners) : 전체 프리랜서 중
7%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임과 동
시에 그 자신도 프리랜서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소셜 마케팅 전
문가가 다른 소셜 마케팅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대행사를 차리고
자신도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v) 임시직 종사자(Temporary Workers) : 전체 프리랜서 중 7%를 차
지하는 유형으로, 고용주나 고객, 또는 프로젝트나 계약에 대해 한
시적으로 관계를 맺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에 동원
되어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프리랜서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풀타임 프리랜서는 비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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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사회적으로 존중감을 느끼며 참여감, 독립감, 즐거움을 갖는 등
대체적으로 근로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의 풀타임 프리랜서는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며(주당 평균 36시간), 근
로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풀타임 프리랜서는 이 직업을 택한 가장
큰 이유로 유연성과 자유로움을 꼽았다. 반면, 파트타임 프리랜서는 부가
적인 소득을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들었다.
그러나 불안정한 소득과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이러한 장점을 상쇄해버
린다. 프리랜서들은 주로 부채, 구직,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직업상의 어려
움으로 꼽았다. 풀타임 프리랜서들은 보수의 적절한 수준을 측정하기 어
렵고, 지속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고용주-노동
자 근로관계에 부여되는 보호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풀타임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을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꼽았으나, 20%는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34%
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Freelancer Union. 2016: 7).
이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노조는 ‘프리랜서는 공짜가 아
니다(Freelance Isn’t Free)’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동법안은
2017년 5월 15일부터 뉴욕시에서 발효되었고, 이로써 프리랜서 노조의 조
직적 대응은 그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법안에서는 고용
주의 보복으로부터 프리랜서를 보호하여,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할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800달러 이상의 작업보수를 받
기로 한 프리랜서는 작업이 완료된 시점 또는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보수를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앞으로 프리랜서는 이 법에 의거,
노동부의 노동기준국(Office of Labor Standards)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
다(Freelancer Union. 2016).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고용주들이 이 법의 효력을
인지하는 것이다.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 후에 법원이 근로자에게 유리하
게 판결한다면 고용주는 이중손해배상금과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
다. 생활에 곤란을 겪는 프리랜서들에게는 법적 소송과정 자체가 부담스
러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프리랜서 유니온은 프리랜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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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앱(Freelancers Union App)을 개통했다. 이 앱은 뉴
욕시에서 약 3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는
데, 프리랜서들에게 고용문제나 사회적 보호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지원
을 제공해 준다.
2) 포용적 디지털화의 사례
대표적으로 우버 운전자들의 노조결성이 활발해지고, 근로자성 관련
법적 분쟁이 다수 제기되었다. 그. 시애틀에서의 차량공유노조와 캘리포
니아의 카다(CADA; California App-based Drivers Association)는 우버
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조들이다. 이러한 조직들일 출현하자 우버도 새
로운 대응양상을 나타냈다. 2015년 우버는 정기적인 대화포럼을 구성하
고 운전자들에게 일정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
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운전자협회 창설 내용도 포함되었다.
운전자협회는 ‘독립운전자 길드’(Independent Drivers Guild)라는 명칭
을 갖는, 기존 노동단체와 제휴한 우버주도의 노동자단체이다. 우버가 주
도한 협회의 창설은 공식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최초의 인가 조직이라는
장점이 있다. 허나 이미 우버 운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여러 비인가단체
들(예를 들면 우버 드라이버 네트워크(Uber Drivers Network))을 결성하
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전자 길드가 노동조합화를 방해할 것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우버 운전자들이 비공식적
인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게다가 시애틀에서는 2015년 우버 외 기타
운수 플랫폼 운전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승인키로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플랫폼과 관련한 노조설립이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을 고
려해볼 때, 사측주도의 공식단체설립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조직력 강화
를 일정한 틀 안에 구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CNBC,
2016. 5. 10).
길드 멤버들의 노동조합권리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한계다. 뉴욕시와
의 협정 조건에 따라, 길드 멤버인 운전자는 앞으로 5년간 우버 경영진과
매월 월례회의에 참여하여 경영진과 함께 공동으로 서로가 제기하는 다
양한 문제들을 놓고 토의할 수 있다. 교통사고시의 법률지원이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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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상품의 할인혜택, 운전시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등도 받게 된다. 그러
나 전통적인 노조와는 달리 길드 멤버로 소속된 운전자들은 임금교섭이
나 기타 보험혜택 내지는 고용보호에 관한 협상권리를 갖지 못한다. 물론
공식적 노조를 창설할 수도 없다. 여기에 더해 IAM은 협정체결 기간인 5
년 동안 운전자들의 고유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그에 관련
된 파업이나 임금상승캠페인, 근로자성 인정 소송 등도 자제할 것을 선언
했다(CNBC, 2016. 5. 10).
지금까지 우버는 근로자성 오분류 판단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금전적 보
상과 더불어 몇몇 행동 지시 규정을 완화키로 합의해 왔다. 그 결과 계속적
으로 노동자들을 근로자(employee)가 아닌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로 분류해 올 수 있었다. 게다가 우버는 독립 운전자 길드를 공식 노조로
선포하여 오히려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조직화를 제어하고 있다. 우버가
플랫폼 기업들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직접 관여하는
조직화 움직임은 추후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에 보다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영 국

1. 도 입
영국 정부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정책자문관이었던 매튜 테일러
(Matthew Taylor)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오늘날의 다각화된 고용 현황을
조사하고 새로운 정책관점을 제안토록 했다. 이것이 2017년 발간된 이른
바 ‘테일러 리뷰’(Taylor Review of Modern Working Practices)이다. 보
고서의 정식 명칭은 ‘좋은 일자리’(Good Work)로, 오늘날 영국의 노동시
장 현황을 진단하며 특히 긱 이코노미에서의 고용관계 해체와 자영업 실
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영국 노동시장은 고용률 74.8%(197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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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최고수준)과 실업률 4.7%(1975년 이래 최저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비
참가율도 21.5%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ONS, 2017a - Taylor외(2017)
에서 재인용). 테일러 리뷰는 이같은 경기회복의 배경에 대해, 공공부문
에서의 고용손실을 방어해 온 강력한 고용창출정책과 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꼽았다. 유연노동시장(flexible labour markets)은 경직된 노동
시장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다(Taylor et al,
2017). 영국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국가의 하나로, 매년 발간되는 WEF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17)에서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미국에 이어 영
국을 5번째로 ‘효율적 노동시장’으로 꼽은 바 있다(Taylor et al., 2017).
반면,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양산하여 고용안정성
과 소득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크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OECD의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index)에 따르면
영국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고용보호의 수준이
낮다. 임시근로직에 대한 근로보호 규정에 있어서도 영국은 프랑스나 스
페인에 비해 약한 편이다(Taylor et al, 2017). 이는 영국이 고용의 양적인
창출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불
안정한 근로관계, 임금상승률 정체와 같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특히 테일러 리뷰는 영국이 다른 유럽권과 비슷하게 표준고용관계가
해체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일례로 최근 요식업과
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확산된 ‘0시간 계약’은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시 근로시간을 확충한다. 이 계약은 고용주 입장에서 불필요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전통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사회적 보호를 철저
하게 배제시킨다. 자영업 및 긱 이코노미에 대한 특별조사를 수행한 고용
연금위원회의 보고서는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노무제공자를 0시간 계약 내지는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기업행위는 결
과적으로 조세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며, 복지국가모델에 부담을 증가
시킨다고 비판하였다(HoC, 2017a; Taylor et al., 2017).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소득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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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국민생활임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국민생활임금은 생활임
금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생활임금(living wage)이란 단순히 의
식주의 해결뿐 아니라 여가나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을 뜻한다.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실질상 빈곤상태인 이
들의 사회적 보호이슈가 불거지면서,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생
활임금 개념의 도입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6년 최저임금
대신 국민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공식적인 임금 기준으로 채
택한 바 있다. 민간에서 제시한 생활임금의 도입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
항이지만, 국민생활임금은 의무규정이다. 헌데 국민생활임금은 민간에서
표준화한 생활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고 지역별 가중치를 별
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합한 기준
이 아니라는 비판도 많으나,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의 기준을 채택하여
소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눈여겨
볼 만하다.
국민생활임금의 의무적용은 근로자에 한정된다. 디지털 시대에 증가하
는 자영업자들과 독립계약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크라우드 소싱이
나 온-디맨드 방식에서의 고용관계는 ‘0시간 계약’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
하다. ‘0시간 계약’ 형태가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극단적 산물이라면, 온디맨드 고용은 그러한 편협한 개념의 유연성을 디지털 시대로 상속한 것
이다.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디맨드 방식에서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0시간 계약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나 고용법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Taylor et al., 2017).
2016년 유럽진보연구재단(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과 유니 유럽(UNI Europa)이 조사한 ‘영국 크라우드 노동의 현황’에 따르
면, 영국 생산가능인구의 10% 이상이 긱 이코노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
다. 크라우드 노동자의 소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40% 이상이
연소득 2만 파운드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Prassl, 2016). 따라서
영국의 디지털화된 고용 및 노사관계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긱 이코노미
상의 ‘독립적 계약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사회적 권리를 제공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포용적으로 보호할 것인지가 향후 점차 쟁점으로 부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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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영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러 소송들에서 독립계약자의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이 다수 내려졌다. 고용심판소는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독립계약자들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들은 기
술적인 중개자일 뿐이라는 기업측의 주장이 “불합리하며 허구이다”라고
판정했다.43) 이같은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근로자성’ 논쟁에 상당
히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다. 고용심판소는 GMB 등 노동조합들이 런던교
통국에 제기한 우버의 사업권 중지도 승인하였다. 현재 런던 시내에는 우
버의 사업권 갱신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에게 정부가 더 이상 운영권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2. 포용화
포용화와 관련해서 영국의 경우 소득과 고용관계의 두 가지 특징을 구
분하여 유연화된 고용형태의 현황과 관련한 비판적 논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활임금 개념
근로빈곤은 주 수입원을 얻는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삶의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런던을 위한 신뢰(Trust for London)’와 ‘신정책연구소(NPI: New Policy
Institut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런던 시민 5명 중 1명은 저임금 근로자
에 해당하며 근로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영국에서 생활임금은 바로 이러

43) 고용심판소는 2015년 3월 11일 Douglas O’Connor v Uber Technologies Inc
(13-cv-034260EMC)의 소송에서 우버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불합리’하다고 판결
하였다. “And if the contracts were ‘worker’ contracts, the passengers would
be exposed to potential liability as the driver's employer (중략) The absurdity
of these propositions speaks for itself.” 또한 결론부에는 ‘허구’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a pure fiction which bears no relation to the real dealing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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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경에서 등장했다. 생활임금(living wage)이란 그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생활비용에 맞추어 책정된 소득이다. 런던의 경우 타지역보다 물
가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생활임금의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은 2001년 시민단체인 ‘시티즌
즈 유케이(Citiznes UK)’가 주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곳은 매년 근로
자가 품위 있는 삶(decent quality of life)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생활임금을 발표한다. 2017년 기준으로 3,600여 개의 기업
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생활임금은 2017년 11월 기준 시간당 8.75파운드(3.6% 상승)로 책
정되어 있다. 런던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0파운드를 넘겨 10.20파운드(4.6%
상승)가 되었다. 이러한 생활임금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임금근로자는 약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LPC, 2017). 구글이나 이케아 등 다국적기업
에서도 생활임금에 동의한 기업들은 임금인상률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
나 비피(BP), 비티(BT), 보다폰(Vodafone), 쉘(Shell) 등 상당수 기업은 여
전히 생활임금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생활임금 캠페인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solution Foundation, 2016; The
Guardian, 2017/11/6).
생활임금 캠페인은 ‘Citizens UK’가 지역단체들과 지역사회문제를 논
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의 현안 중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임금이었다. 정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은 겨우 시간당 3.70
파운드에 불과해, 낮은 소득때문에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빈
곤층이 상당했다. 법적 최저임금과 한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근로자 자신뿐 아니라 그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
족 구성원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런던은 주거와 보육 비
용의 수준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던 만큼, 낮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
력 또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다(Resolution Foundation, 2016).
생활임금 캠페인(Living wage campaign)의 시초가 된 것은 동런던
(East London)의 모임이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노동조합과 지역단
체들이 모여 런던 내 주요 기업들에 런던생활임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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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들이 직접 계약한 피고용인들뿐만 아니라 외주로 계약한 청소용
역, 케이터링 직원과 보안업체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생활임금 캠페인이 점차 확산되면서 동런던 병원부터 시
작하여 지역학교, 대기업들이 동참하였다.
런던 내 생활임금캠페인의 확산에는 런던 시의 행정적 협조와 런던 시
장의 개혁의지가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시장이 캠페인에 지지를 표명하
면서 정치적 세가 더욱 커졌고 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참여기업들은 더욱
더 늘어났다(The Guardian, 2017. 11. 5).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 시
장은 2017년에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Holiday Inn)과 크라운 플라자
호텔(Crown Plaza Hotel)이 올림픽 당시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을 어긴 점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캠페인을 주도한 ‘Citizens UK’는 이후
생활임금사업을 담당할 기관으로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
을 설립하였다(The Guardian, 2017. 11. 7).
런던에서 활성화된 생활임금 개념을 국가가 인정하면서 법으로 제정한
것이 ‘국민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제도이다. 국민생활임금은 2016
년 4월 정부가 제정한 법으로, 25세 이상의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그
기준은 중간 임금의 55%로 일괄 적용된다. 런던에 별도의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것은 생활임금에 비해
낮게 책정되며 지역별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생활유지를
위한 소득기준으로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생활임금재단은 국민
생활임금기준이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평하기도 했다(Conor
and Finch, 2016). 이 제도는 그럼에도 민간에서 시작한 캠페인이 점차 정
치적 담론을 형성해 가며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득
향상수단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소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유연화된 고용에 대한 비판과 법적 판단 : ‘0시간 계약’을 중심으로
전술하였듯이 영국의 ‘0시간 계약’은 유연노동계약의 한 형태로 근로시
간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 고용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시간
별로 사용하는 고용형태다. 이 계약의 핵심은 ‘보증시간이 없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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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 2017b). 0시간 계약이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 말끔히 정의되어 있
지는 않다. 2013년 11월 영국 정부는 ‘0시간계약은 국내법상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Adams et al., 2014: 6). 이러한 개념
적 모호성으로 인해 이 계약은 여타의 다른 비정형근로 개념과 중복되거
나 겹쳐질 수 있다(ONS, 2017b: 5). 그것은 임시직, 파트타임, 자영업처럼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기에 임시근로의 아류로도 볼 수 있으며, 비정
형근로나 비정규직의 또 다른 명칭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 근로는 상당부분 그 개념적 범주가 상호 중첩되어 있다.
이를테면 파견근로 범주 안에 0시간 계약이 포함되기도 한다(J O’Connor,
2013).
0시간 계약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보증하지
않고, 피고용인 또한 제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고용계약”, “주당
근무시간을 고정하지 않는 계약” 등을 그 핵심적 특성으로 한다(Adams
et al, 2014: 6). 앤디 서포드(Andy Sawford)는 관련 입법초안을 발의하면
서 이 계약의 특징들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0시간 계약은 “노동력 제
공에 있어 근로시간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는 계약 내지 합의”를 의미하
는 것으로 다음의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근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서도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근로자
의 노동력은 특정 고용주를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된다. 셋째, 근로자가 12
주간 연속적으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규
근무시간을 명시한 계약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다(Adams et al, 2014: 4).
0시간 계약은 최근 영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영국 통계청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가 2017년에 발간한 ‘0시간 계약 종사
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하여진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LFS) 결과 0시간 계약자는 약 91만 명에 달
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ONS, 2017b). ONS는 연 2회 사업체 조사
를 통해 ‘0시간 계약’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력조사에서 얻은
추정치에 근거하여 이 자료(2017년 5월 조사)는 0시간 고용계약을 약 140
만개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고용계약 중 5%에 달하는 비율이다. 또한
‘0시간 계약’을 주 소득원으로 삼는 이들은 88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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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로 집계되어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조사) 전년보다 조금 낮아
지는 추세를 보였다(ONS, 2017b).
오늘날 영국에서 0시간 계약 일자리의 주된 수행자는 대부분 이민자,
여성, 고령층,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ONS가 수행한 0시간 계약
조사(2017년 4～6월 기준)에서는 인구집단별로 나눌 때 0시간 고용 비율
이 제일 높은 집단이 16～2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이 37만 4천 명인데 반해 여성은 51만 명으로 여성비율이 훨씬 높다. 평
균 근무 시간은 주당 26시간이었고, 특히 응답자 중 26.6%는 더 많은 근
로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0시간 계약이 활성화된 대표
영역은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등이다. 숙박 및 요식업이 전체 중 21%를
차지했고, 건강 및 요양돌봄 부문은 23.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ONS,
2017b).
0시간 계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안정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콜린스
등(Collins et al., 2012)은 0시간 계약이 내포하는 불균형한 권력차이를
지적하였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에 대한
사전준비까지 포함해야 하는 반면, 고용주는 단지 실제 근무시간에 근거
한 시급만 제공하는 데에서 형성되는 불균등성을 가리켰다(Collins et al.,
2012). 노동조합 유나이트(UNITE)는 2017년부터 0시간 계약을 금지시킨
뉴질랜드의 모범사례를 따라 0시간 계약에 대한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술한 테일러리뷰에서는 0시간 계약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대표
적 사례로 맥도날드의 시도를 다루기도 했다(Taylor et al, 2017). 2017년
4월 맥도날드사는 0시간 계약 근로자들이 매주 최소보증 시간이 명시된
고정계약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이 고용을 보장받지 못
해 대출이나 모기지, 휴대폰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항의하자,
고정시간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것이다. 직원들은 주당
4시간, 8시간, 16시간, 30시간 또는 35시간 계약 등 주당 평균근무시간에
따라 계약을 제공받았다. 이같은 규정은 현재 50개 매장에 한정 실시되었
고 올해 내로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맥도날드의 이같은 행보는 노동 유
연성의 장점을 일부 취하면서 고용안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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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세자영업에 대한 보호
0시간 계약과 더불어 자영업(self-employed)에 대한 보호조치도 논의
되고 있다. 신정책연구소(NPI : New Policy Institute, 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14년 자영업자들의 소득중위값은 주당 209파운드에 달하
였다. 이는 임금근로자들 소득중위값의 54%에 불과한 액수이다. 자영업
자 중 반 이상이 임금근로자 중 하위 25% 집단보다 더 적은 소득을 벌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은 대개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NPI, 2015).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중 급선무는 연금을 비롯한 여러 사
회적 보호망의 확충이다. 영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저소득과 일반유형으
로 나누어 사회보험의 종별 가입을 달리하고 있다. 저소득인 경우에는 2
종, 일반유형인 경우에는 4종으로 분류되는데, 2종 가입시 더 많은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자영업자는 기여형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지만 저소득자영업자는 대부분 기여형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
다.44) 나아가 저소득 자영자는 기여형 근로장려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 배우자사망
연금(Bereavement Support Payment, BSP), 그밖에 기본연금(Basic Pension)
과 새롭게 개정된 연금제도(New Pension) 등에도 다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보험기여율도 상당히 낮게 설정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12% 고용주가 13.8%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자영업자(4
종)는 9% 저소득자영업자(2종)는 주당 2.95파운드만을 부담한다. 특히 2
종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기여형
프로그램(구직수당은 제외)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매우 낮은 수준의 정액
만을 납부해도 된다. 사회보험에 있어 자영자의 낮은 기여율은 정부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한
44) 영국의 사회보험은 각 프로그램 내에 기여기반형과 소득기반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실업과 관련한 혜택에서 ESA와 JSA는 각각 다시 기여
기반형(contribution-based)과 소득기반형(income-based)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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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만 자영자의 소득보호와 여타 다른 노
동권리상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는 편이다.

3. 포용적 디지털화
영국의 포용적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긱 이코노미에서의 고용관계에
대한 법적 판결 사례와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체들이 디지털 고용환경에
맞서 대응하는 양상, 그리고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 방식 등이
검토할 만한 흐름들이다.
가. 고용관계의 유형 및 디지털 고용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
복지국가에서의 안전망(safety net)에서 고용주는 국민생활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급여와 고용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일터에서 보
호받을 권리를 갖는다(HoC, 2017). 안전망이 보장된 고용관계는 근로자
를 사회적 경계 바깥으로 내모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며, 국가의 복지임
금 또한 줄여준다. 자영업자는 이같은 노동권리를 제공받지 못하며, 최저
급여와 같은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모호한 경계에 노무제공자(worker)의 영역이 위치한다. 노무제공자(worker)
는 근로자(employee)에 비해 부분적인 노동권리를 갖는다. 세 유형의 고
용지위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자영업자(self-employed people)는 고용법(employment law)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이 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으며, 있
더라도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보호 그리고 차별에 관련한 몇몇 규정에
국한된다. 노무제공자(workers)는 노동 권리를 일부 갖는다. 그것은 국민
생활임금 또는 국민최저임금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부터 시작하여
유급휴가 및 휴식보장, 성이나 인종 차별에 대한 보호, 근무형태의 차이
에서 오는 차별에 대한 보호 등이다. 다만 법정병가나 법정육아휴가 등에
대한 권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employees)
는 완전한 노동권리를 갖는다. 노무제공자(workers)가 가질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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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더해 법정병가, 법정육아휴가, 해고예고기간 확보, 불공정 해고에
대한 보호, 유연노동제 전환에 대한 요구권리, 법정 퇴직금 요구 등이 그
것들이다.45)
고용연금위원회는 ‘자영업자와 긱 이코노미’라는 연구를 통해 디지털화
에서 기업들이 피고용인을 자영업으로 계약하는 관행을 지적하였다(HoC,
2017). 우버(Uber), 딜리버루(Deliveroo), 허메스(Hermes), 아마존(Amazon)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피고용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긱 이코노미
의 유연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연금위원회는 이들이 피
고용인을 자영업으로 위장하는 관행을 유연성인 것처럼 이해한다며 비판
한다. 유연성은 실질상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들은 대부분 낮은 임
금을 받으며 비유연적 근무시간, 장시간 근무, 유급휴가나 병가의 사용불
가 등의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다(HoC, 2017).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자영업자(false
self-employed)들을 가려내고,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원칙적으로 정립
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는 근무패턴에 대하
여 통제를 받는 경우다. 둘째는 한 회사만을 위해 상당기간 정규근무를
하는 경우다. 셋째는 근로자가 임금에 관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
나 또는 애초에 임금설정에 개입할 수 없는 경우이다. 넷째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대체근로자를 찾는데 어려움
을 겪은 경우다. 다섯째는 노무제공자를 지칭할 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는 경
우다. 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시 피고용인은 자영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
되어야 한다는 거다(HoC, 2017).
최근 영국의 긱 노동자 근로자 지위 소송들에서는 근로자성이 일부분 인
정되고 있다. 자영업자처럼 간주되었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들이 부분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무제공자(worker)로 판정되고 있
는 것이다. 최근 근로자 지위에 관한 소송으로 크게 세 가지 사례를 들 수
45) 영국정부홈페이지에 근로자지위에 따른 특성이 정리되어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https://www.gov.uk/employment-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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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것은 2016년 10월에 제기된 우버(Uber)에 대한 소송, 2016년 1월
에 제기된 시티스프린트(CitySprint)에 대한 소송, 그리고 2017년 2월에
제기된 핌리코 플럼버스(Pimlico Plumbers)에 대한 소송 등이다.
대표적으로 우버(Uber) 소송은 미국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버에
고용된 운전자들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다.46)
우버에는 최저임금 지급 및 유급휴가 청구라는 명목으로 소송이 제기됐
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지난 수 십 년간 택시 운전자들의 고용형태가 이
미 자영업자였으며, 실질상 운전자에게 작업의 통제권이 있었으며, 업체
측에서 질병 및 상해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 또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심판소는 우버가 가진 고객정보의 독점권, 운송의뢰의 이행
여부와 불이익 가산, 운행경로의 지정, 운전자 평가제도의 운용 여부와
징계절차 이행, 요금책정의 결정권 등이 통제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우버 운전자들을 노무제공자로 인정,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고용심판소의 판결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의 근로자성 논쟁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판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통제권의 사용에 있다. 심판소는 우버가 피고용인의 작업내용 및 결정권
한에 있어 통제권을 발휘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중개자의 역할에 한
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플랫폼 업체의 역할이 기
술적 중재자에 불과하며 피고용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
버측의 주장이 불합리하며 허구라고 판단했다. 우버 사건은 이후 항소심
에서도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런던교통국은 우버에
게 사업운영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The Guardian, 2017. 9. 23).
다음으로 2016년 1월 시티스프린트(CitySprin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47) 재판소는 시티스프린트(CitySprint)가
피고용인을 자영업이라고 주장한 바를 쇼윈도라고 비판했다(The Guardian,
2017. 1. 6). 그러면서 특정 회사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지시된 업무를 이
행하는 것은 분명 자영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46) Uber BV, Uber London Limited and Uber Britannia v Mr Y Aslam and Ors
No. UKEAT/0056/17/DA.
47) Dewhurst v Citysprint UK Ltd ET/2205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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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17년 2월 10일 핌리코 플럼버스(Pimlico Plumbers)를 대상으
로 제기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기본적으로 원고의 승소로 결말짓어
졌다.48) 핵심적으로 쟁점을 다툰 사항은 앞서와 동일하게 원고의 법적 고
용 지위가 독립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배
관공인 원고는 독립사업자로 계약하여 부가가치세 및 자영업에 관련한
세금 등을 스스로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근로일수 및 서
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재 및 도구 사용을 모두 회사의 통제 하에 관리받
았다. 이에 원고는 실질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바
탕으로 최저임금을 비롯한 유급휴가, 차별금지구제 등에 관한 소송을 제
기했다.
이 사건에서 고용심판소는 원고가 노무제공자(worker)로서 부분적으
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반드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작업수행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졌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인정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배관공은 사측에서 제공한 유
니폼을 착용해야 했고 언제든지 풀타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해
야했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작업시 사측에서 규정한 지침을 그대로 따라
야 했던 점도 고려사항이었다. 이같은 종속관계를 인정하여 법원에서는
원고를 근로자로 판단하였고, 이후 사측이 잇따라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
도 법원은 고용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기각했다.
한편, 노동연금위원회는 ’자영업과 긱 이코노미(self employment and
gig economy)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연성을 일종의 착취적 형태로 이해
하는 몇몇 기업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권리를 배제시켜버린다고 지적하였다(HoC, 2017). 근로자로 마
땅히 분류되어야 할 이들이 자영업으로 계약되는 관행은 결과적으로 국
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공적자금에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며,
복지국가 모델에도 부담을 증가시킨다. 보고서는 피고용인을 일단은 노
무제공자(worker)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간주
노무제공자(worker by default)’ 방안이 그것인데,49) 이는 기업이 피고용
48) Gary Smith v Pimlico Plumbers Ltd UKSC29/2018 판결문은 다음을 참조.
https://www.supremecourt.uk/cases/docs/uksc-2017-0053-judg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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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거부할 경우, 피고용인이 자영업자라
는 고용상태를 증빙하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
를 통해 보고서는 자영자들의 보호영역을 넓힐 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손
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HoC, 2017: 14).
나. 기존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 : TUC와 GMB의 실천 사례
디지털화로 고용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노조들은 이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노동조합총연맹 TUC는 디지털
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약화에 맞서 영국의 디지털 노조운동을
지원한다. TUC의 간부인 안토니아 반스(Antonia Bance)는 노동조합 없
는 디지털 노동은 무력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도급 근로자나 임
시근로자들의 최소노동시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또 이들이 처할 수 있
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중심에 노동조
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체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노동조합
의 특권적 권리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이며,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의 부분적 조직화는 실질적으
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조직적 힘을 발휘
하고, 고용주가 협상을 위해 대화에 나설 때, 근본적인 고용환경이 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효과적인 단
체교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노동 조합원의 참여밀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에서도 노동조합 가입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30세 미만 중저소득 그룹에서 10명 중 9명은 민간부문에서 종사하
는데, 이 중 겨우 6.3%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상태다. 이같은 추세가 지
속될 경우, 2030년에는 전 부문의 노동자 중 20%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전망이다(Bance, 2017).

49) 고용연금위원회(Work and Pensions Committee)와 산업에너지전략위원회(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Committee)가 공동연구한 ‘현대 근로자를 위한
기본틀(A framework for modern employment)’ 보고서에서는 ‘간주노무제공자
(worker by default)‘ 방안과 관련된 입법초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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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젊은 노동자들의 가입을 유인하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
운 노동조합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TUC는 앞으로 30세 미만의 노동
자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의 노동조직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게 될 미래의 노동조합은 과
거의 구식 규범들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TUC, 2017). 이같은 노동조
합의 존재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을 협상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즉각 고용노사관계의 혁신효과를 불러 오는 구심
이 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성에 대한 소송이 첨예하게 대두하는 가운데 영국의 노동
조합들은 플랫폼 기반 기업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
로 운수노동조합인 GMB는 우버 소송에서 노동자들에 유리한 판결을 이
끌어내도록 담론전략을 폈다. 긱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관행을 적극 비판하며 법원이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하
는 데에 기여했다. 그에 힘입어 영국과 웨일즈에서 약 3만 명에 달하는
우버 운전자들이 최저임금, 유급휴가, 기타 노동권리를 보장받는 노무제
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The Guardian, 2017. 9. 23). 이로써 자영업으
로 분류되었던 긱 노동자들이 국민최저임금, 유급휴가, 휴게시간, 주당 48
시간 미만 근무 등 ‘노무제공자(worker)’에 준하는 노동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독립계약자들의 ‘근로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다른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판결에서도 긍정적인 결
과를 이끌어낼 전망이다(The Guardian, 2017. 9. 23).
더불어 GMB 노조는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에 우버가 런
던 내에서 택시사업인가를 갱신하는 것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들에 따르면 “우버의 현 사업모델은 소속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
해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우버 기사에게 최저수입 및 최소한의 노
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관련 요건인 합리성 기준에 미달하므로 동 사
업인가는 위법”이라는 것이다.50) 이에 런던교통국은 우버의 사업인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GMB외에도 독립노동자연합(IWGB :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은 엑셀(Excel)과 시티스프
50) http://www.gmb.org.uk/newsroom/gmb-fight-agains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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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CitySprint)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였다(The Guardian, 2017.
9. 23).
다. 새로운 조직화와 실천
위와 같이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질상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
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플랫폼 업체
들에 대한 법적 대응 외에 특별히 선제적 움직임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
다. 긱 노동자들은 전통적 형태의 노동운동 조직에 가입하기보다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원화된 노
동조직을 통하지 않고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다. 허
나 이러한 시도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경험을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
기 어려우며,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이끌어 낼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가받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생활임금운동을 이끈 트러스트 재단(Resolution Trust)의 책임
자이자 생활임금위원회(Living wage commission)의 의장인 개빈 캘리
(Gavin Kelly)는 노동의 조직방식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도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의 디지털적 변화로 인해 노동계가 자본 구성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며, 이 고통스럽고
느린 과정을 거쳐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포스트-산업 노동조직을 창조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도 새로운 조직화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으
로 기대한다는 것이다(Prospect Magazine, 2017. 10. 9).
우선 새로운 대응 양상 중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형태는 소셜 미디
어를 통한 응집방식이다. 딜리버루(Deliveroo)와 노동자들 간의 분쟁도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캠페인에서 중요한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회 날짜를 정하고 자신
의 경험을 나누며 법적 대응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공유한다. 델리버루
(Deliveroo)와 에르메스(Hermes)의 직원들은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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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에 시
위 날짜를 게재하고 집단행동을 도모하기도 한다(Prospect Magazine,
2017. 10. 9).

4. 특별 문헌 : 테일러리뷰51)
마지막으로는 서두에 소개한 테일러 리뷰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테일러 리뷰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정책자문관이었던 매튜 테일러
(Matthew Taylor)가 2017년 7월 발표한 보고서로, 좋은 일자리(Good
Work)의 개념과 더불어 질적 수준에서의 고용노사관계 향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노동시장의 현실을 조사하고, 특히 디지털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그 내용을 짚어볼 만하다.
테일러리뷰는 첫 소절에서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다.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란 자신의 일자리에 충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근무공간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노력이 인
정되고 보상받으며, 작업에 대한 능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가능성을 계발
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일차 선결조건은 충분한 임금이다. 일자리의 수준을 논할
때, 단순히 임금만이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은 다른 것들과 함
께 연동되어 있기 쉽다. 예컨대, 최근 증가하는 0시간 계약이나 자영업 등
은 단순히 임금하락뿐 아니라 노동권리 자체의 질적 하락과도 밀접하다.
테일러리뷰는 좋은 일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준으로 고용
조사연구소(Institute of Employment Research)와 범유럽 연구기관 프로
그램(Pan-European research programme)이 이미 정식화한 바 있는
‘QuInnE’ 모델을 인용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는 여섯 가지
지표로 측정가능한데, 그것들은 임금, 고용의 질, 교육과 훈련, 근무조건,
일-가정 양립, 참여와 집단대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51) 이 절은 Taylor et al(2017)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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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일자리의 개념화에서 시작하여 테일러 리뷰는 현재 영국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소들이 좋은 일
자리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지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짚는다. 좋은 일자
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주요 쟁점으로는 노동소득 향상 문제와 고용형태
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들에 대한 테일러 리뷰에서의
견해를 차례로 살펴보자.
가. 노동소득 향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실현
노동소득의 문제는 근로빈곤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근로빈곤은 주된
소득원을 얻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삶의 생활수준이 실질상 빈
곤상태에 처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에서는 근로
빈곤의 방지를 위해 생활임금의 개념을 들인 바 있다. 좋은 일자리의 개
념 또한 근로빈곤이라는 문제제기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노
동시장에서 상당기간 정체된 실질임금은 경기침체 당시 고용을 보호한
측면도 있으나, 현 경기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실질임금상승률은
다시 제 궤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국민생활임금제(National Living
Wage)의 도입이다. 전술하였듯이 국민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
금의 도입을 통하여 근로빈곤에 처해진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저소득 그룹의 임금
을 높이는 데에 특히 유효하다. 결의재단(Resolution Foundation)에 따르
면 2015년 영국 노동자 중 5명 중 1명 꼴이 여전히 저소득 그룹에 속해
있으며 근로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면서 재단은 이 제
도의 도입을 통해 약 8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소득의 늪에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 고용형태와 사회적 보호
전술하였듯이 테일러리뷰에서 소득 향상은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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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
는 소득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뷰는 영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유
연화된 근로계약에 주목한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유연화된 근로계
약은 근로빈곤 및 삶의 수준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를테면 국민생활임금
을 통해 임금수준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0시간 계약처럼 고용보장이 되지
않아 매주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심지어 매일 매일의 근무조차 보장되
지 않는 경우 소득의 문제를 떠나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노동이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생존의 필요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교감 행위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는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생
산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반면 질 낮은 일자리들
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을 강제로 배제하거나 그들의 숙련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생산성과 삶의 질 모두를 저하시킨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재정적인 손실을 미
치는데, 일례로 2016년에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증으로 인해 1천 5백
만 일의 노동일수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림 4-2] 영국의 근로자(employee)/자영업(self-employment), 파트타임
및 풀타임 일자리 비중

자료 : 테일러리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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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영국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대다수는 풀타임, 정규직 근
로이다. 지난 20년간 풀타임, 정규직 근로의 비중은 64.6%에서 63.0%로
약 1.6%만 감소하였다. 이는 영국의 약한 노동시장 규제가 불안정성을 증
가시킨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변화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근로유형이 눈에 띠게 급증했다
는 점이다. 이를테면 자영업과 파트타임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형태의 변화는 현 노동시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정형근로(atypical
work)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민첩한 노동시장은 고용보호에 긍정
적이지만 제한적인 선택권을 가진 취약 근로자가 적절히 보호받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리뷰에서 인터뷰한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형근로에서의 노동 유연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 같은 선호가 안정성과 교환되는 유연성이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형근로에서는 업무지시를 언제 받을지, 병가나
유급휴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정확
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마땅히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
지, 급여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 자신의 노동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화와 기술변화에 따라 비정형근로가 증가하고 노동
유연성이 커지는 데에서 고용법규 적용의 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공정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고용법규가 현
대의 디지털화된 시장 환경에 적합한지 재검토해야하는 것이다. 최근 긱
이코노미의 잠재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의 장점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근무의 유연성과 주도권을 갖는다는 데에 있다. 다
만 여기에는 전통적 고용형태가 아닌 유연적 고용형태의 수요를 충족시
키면서 현 고용법 상 그것을 어떻게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
가 문제로 이어진다.
현 고용법상 고용보호는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
냐에 달려있다. 피고용인이 근로자(employee)냐 자영업자(self-employed)
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진다. 근로자는 완전한 고용보호의 권리를 갖
는 전통적인 개념의 풀타임 정규직을 뜻한다.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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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고용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지
만 노무제공자(worker)인 경우도 있다.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근로유
형은 바로 이 노무제공자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노무제공자의 명
칭을 종속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로 바꾸고, 판단 기준을 노동력의
직접적인 제공 여부보다는 통제권의 보유 및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
보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제권 테스트(control test)를 도입하여 종
속계약자의 유형을 가려볼 수 있다.
“종속적 계약자의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 ‘통제’(control) 권한의 행사 유무는
중요한 기준이다. ‘통제’가 현대 노동시장에서 갖는 특수한 의미를 바탕으로 법
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 법원이 해당 근로자가 ‘노동자’(worker)
인지 ‘자영업자’(self-employed)인지 판단할 때 ‘통제권’을 핵심 기준으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통제권’의 행사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개인적 근무’(personal services)를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다면, 보
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법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Taylor et al, 2017: 36).

이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개인 서비스 요소를 핵심에서 제외
하고 통제 권한의 의미를 강화하자는 것과 같다. 그 외에 세법과 고용법
의 조정, 고용계약시 종속적 계약자의 서면화, 고용지위 및 권리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툴(tool) 개발, 고용
확인 소송시 수수료 면제, 고용상태 증빙책임을 고용주로 전환, 고용재판
소의 결정을 고용주가 따르지 않았을 시 불이익 등도 제안해 볼 수 있다.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입증의 부담을 당사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개별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일일이 입증받기보다 법
률 자체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용법은 근로
자(employee)와 노무제공자(worker)의 개념정의 및 구분에 관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 수립부터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 고용지위는 개인의 법적 권리를 자격화하는 통과문과
같다. 따라서 무엇보다 고용지위의 구분은 단순하고 명확하며 개인과 고
용주 양측에 동일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확실성과 권리 및 의무에 대
한 이해가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자(employee), 노무제공자(worker),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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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는 현행 고용법 상의 삼중 구분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미 삼중구분은 세법상의 이중구분과 상충하기 때문에 이참에 이중구분
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법상 노무제공자의 영역을 남겨두
는 것이 오히려 비정형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므로 현행 삼중구분은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장해야 한다. 삼중구
분을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 1일째부터 노무제공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후 연속 근로선상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 근로자 지
위를 획득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기적으
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형식상 0시간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에게는 완전한
고용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로서의 노동권리는 지속적인 고
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개시 2개월 경과 후 연속고
용관계가 맺어진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고용의 지속성에 관한 규정은 개
인이 고용상태를 증명하는 데에 따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수 년간
특정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맺어온 근로자일지라도 법망에서 누락되는 상
황을 발생시킨다. 이에 정부는 지속성의 법적 정의를 개선할 방도를 찾아,
이같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권리가 보장되는 지속고용 기
간의 최소치를 못박기 어려울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
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 언제라도 고용주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를 제
공키로 했다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만 유연적 근로관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증명은 고용주에게나 피고용인에게나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둘째, 계약과 계약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 지속고용에 관
한 법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할당업무간 기간격차가 1주일 이내
이거나 일시적 중단상태인 경우, 고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시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노동권리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허나 현실적으로 파트타임과 풀타임 양쪽 모두 공평하도록
노동 권리를 분할 및 누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절하지도 않다.
대신에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용지위를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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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즉, 계약(또는 작업)과 계
약 사이의 공백기를 법적 테두리 내로 포괄하는 식이다. 이 기간은 한 달
정도로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0시간 계약도 동일한 식으로 다뤄볼 수 있다. 0시간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많은 이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장기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0시간 계약 근로자들은 고정시간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유연한 근무를 요청할 권리도 있겠으나 그것은 명확한 노동
권리와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2개월 이후에도 주당 정기 근무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형태를 도입하여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
즉, 정부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0시간 계약자들에게 실제근무시간을 잘
반영한 시간근로계약에 관한 권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같은 권리
확보를 통해 개인들은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가계소득 위험을 줄이고 미
래에 대한 대비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작업 중단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
간 일하고 다음 계약을 위해 또 다음 한 달 동안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은 공백기와 관계없이 고용의 지속성을 누진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기간 이상의 고용 후에 노동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같은 기업에서 오
랫동안 근무하면서도 정기적인 휴지기를 가지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할 것
이다.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중간 중간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고용되
기도 하는 경우 당장에 가능한 업무가 없어 계약종료 후 다음 계약까지 1
주일 이상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경우에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과 계약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공백기를 최소화
하고 고용지위를 지속적으로 누리게금 해 주어 명시된 계약기간의 부족
으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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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 결
지금껏 살펴 본 바, 테일러 리뷰는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에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경
영의 이윤증대라는 측면으로만 작동했던 유연성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여,
안정성과 상호증진될 수 있는 방향을 꾀하고자 한 면이 인상적이다. 고용
시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노동권리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이나 고용권리 상
의 삼분법을 유지하자는 주장 등은 디지털화에서 ‘유연성’으로만 치우친
노동자들의 권리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테일러 리뷰는 권리의
차등적 분배를 통해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의 안정성을 현
실적으로 고안해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제4절 독 일

1. 도 입
2000년대 초 단행된 하르츠 개혁 이후 발생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의 정책행위자들은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특
히 2010년대 말부터 이른바 ‘산업4.0’과 ‘노동4.0’ 담론과 프로젝트를 활성
화시키면서 포용적 디지털화의 전개를 가속화해 갔다. 그것을 획기적으
로 정초한 것이 ‘노동4.0’ 백서다. 이는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코포
라티즘의 대표국가로서 독일이 오늘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회전환
(social transformation)을 모색해 감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책적 흐름을 사
회합의적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취하는 이러한 행보는 적어도 디지털화가 노동배제적이거나 일
자리의 재취약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선험적 비관론이 과함을
증명한다. 나아가 디지털화와 일자리 질서의 변화는 일정하게 보다 큰 구
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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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 디지털화 속에서 모색되는 새로운 포
용화 내지 유연안전화를 모색하는 ‘노동4.0’의 시도와 그것의 사회합의적
추구는 모두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패러다임의 큰 전
환없이 디지털시대에도 유효하게 적용시켜 나가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틀이 재생산 되는 것은 사회국가의 헌법이념과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노동시장에의 개입력이 독일 사회 전반에 여전히 두텁게 작
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포용화
가. 하르츠 개혁과 그 부작용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노사관계
의 틀과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해 나간 나라다. 그
러나 독일통일의 도전 하에서 긴 시간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다가 2000년
대 초반 단행한 하르츠 개혁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화가 본격화 되어 갔다.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적, 제도
적 및 정책적 역량이 강한 나라인 독일은 오늘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
심으로 일종의 균열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의 두 부문에서의 양상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지난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비정형근로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취
약한 비정형 근로를 담지하고 있는 고용형태로는 시간제근로, 초단시간
근로(marginal part-time), 파견근로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로는
반드시 취약한 비정형 일자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정규직 파트타임이
지만, 그러한 일자리 역시 전일제에 비해 취약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초
단시간근로로는 소위 ‘미니잡’으로 불리우는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미니
잡 근로자는 사회복지기여금을 낼 의무가 없고 임금은 월 450유로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따른다.52) 파견근로(Temporary Agency Work)
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근래에 약 3배의 가파른
52) 미니잡에 대해서는 박명준 외(201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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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술했듯이 취약노동의 증가는 하르츠 개혁의 영향이 크다.53) 그것은
근래 독일 노동시장의 분화와 취약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독일식 신
자유주의 노동개혁의 핵심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단행된 독일의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담지한 이 방
안은 그것을 주도한 인물인 페터 하르츠(Peter Hartz) 박사의 이름을 따
서 ‘하르츠 개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당시 개혁의 핵심은 초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의 규제완화의 내용을 지니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노동시장으로의
강제적인 재진입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도모했다.54)
하르츠 보고서의 정초 이후 독일정부는 거대 개혁드라이브인 ’아젠다
(Agenda) 2010’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노동시장 개혁안들을
하르츠 법안으로 칭하며 입법을 도모했다. 이 법은 여러 방안이 복합적으
로 담긴 네 개의 개혁안들이 각각 별도의 법안에 담겨져 입법화되었고,
그들은 각각 하르츠 I, II, III, IV로 칭하여졌다. 하르츠 법안은 하나의 독
자적인 법률이라기보다 종래의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들(예컨대, 사회법전(SGB), 근로자 파견법(AüG) 등)에 대한 부분적
인 개정안들을 집약한 것이었다. 파견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i)
파견노동 사용기간 상한규정(종래 24개월)의 폐지, ii) 파견업체에서 3개
월 이내 재고용금지 조항 폐지,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유지하되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다른 임금 기준에 합의하는 경우 적용을 피할수
53)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는 박명준(2018)을 참조.
54) 하르츠 개혁은 매우 전격적으로 단행되어졌다. 사회적 파트너십(So- zialpartnerschaft)
이 발전한 독일의 정책결정방식으로부터 일정하게 이탈을 한 양상을 띄었다. 그
렇지만 정부주도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의
개혁이 단행되어진 배후에는 기존의 ‘합의적 개혁(consensual reform)’ 시도가 실
패한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용연대(Bündnis für
Arbeit)라고 불리워졌던 시도가 그것이다. 애초에 보수당 정부하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이 제기했던 이 시도는 적녹연정 1기(1998～2002년)를 맞이하여 보다 강화
된 형태로 노사정 삼자간 중앙수준에서의 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도모하는
식으로 모색되어졌다. 하지만 개혁은 끝내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후
사회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적인 개혁의 전망은 물건너 가게 되었다. 하르츠
개혁의 정부주도성은 이러한 배경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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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완화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었다(Haipeter, 2017:
11〜12).
나. 하르츠 개혁의 한계 극복을 향한 노력
하르츠 개혁은 처음부터 독일의 사회국가의 계약을 깬 것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10년을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비판론고 맞닥드렸
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새로운 리더들하르
츠 개혁에 대해서 공식적인 당론차원에서의 비판적 태도설정을 하고 나
서기도 했다. 그것은 2005년 시행당시부터 이미 복지국가로서의 전통을
폐지하는 것인지 혹은 새로운 발명인지 논쟁거리였다(Promberger et al.,
2016: 325). 그것의 실행 이후 약 10년이 지나면서부터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10년간의 개혁이 새로
운 형태의 재규제(Re-regulierung)를 위한 탈규제(De-regulierung)로서
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10년이 남긴 부작용의 해결을 주장했다
(Walwei, 2015). 좌파당(Linke)은 10년간 진행된 ‘어젠다 2010’ 정책을 반
사회적 개혁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며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
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지원 정책 등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는 정책의 필
요성을 강하게 주창하였다(Butterwegge, 2013).
구체적인 비판적인 지점들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된다. 우선 실업과 기초
생활보장을 엮어놓은 하르츠 정책이 ‘적극적 노동정책’이라는 개념 아래
빈곤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점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업/기초
생활보장이 필요한 국민들의 빈곤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못했으며, 혜택
또한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유지를 고려하지 않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Promberger et al., 2016: 329).
다음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전성, 즉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의 증가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대두했다(Butterwegee, 2010; Walwei, 2015: 14; 이
승현, 2013: 61〜64). 애당초 미니잡의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의도했던 것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소외되었던, 정규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연령대의 근로자들과 여성 등이 그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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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미니잡이 정규직으로의 재진입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경력을 단절시키고 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걸림돌이자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Die Welt, 2012).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은 미니잡 제도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Wippermann, 2012: 20). 다만, 미니잡이 정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미니잡으로만 수입을 얻는 근로자의 수
에 있어 큰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이승현, 2013: 61).
그러나 하르츠 개혁을 통해 활성화된 이른바 비전형 근로자는 지속적
인 증가를 보였다(Butterwegee, 2010; Walwei, 2015: 14). 대표적인 것이
파견근로이다. 하르츠 개혁 이후 10년새 약 3배로 증가한 파견근로자의
규모는 고용시장의 안정성이나 저임금 근로와 같은 고용의 질적 차원에
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이승현, 2013: 62). 파견근로자 및 비
전형 근로자의 증가는 독일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Hans-Böckler-Stiftung, 2012).
그러면서 파견근로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져,
급기야 2013년 대연정 정부 구성시, 연정협약을 통해 당시 폐지된 파견근
로자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켰고 2016년에 유관법안이 의회
를 통과했다. 새로운 개혁은 첫째, 파견근로 사용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정하되, 사용사업장의 노사가 사업장합의를 통해 예외조항(opening clause)
을 인정할 시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파견 9개월이 지난 후에
는 사용업체의 근로자들과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걸로 했다. (단,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임금의 단계적 조정에 합의하면 15개월까지 조정이 가능)
셋째,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넷
째, 하도급을 통한 불법파견의 근절방안을 강조했다. 즉, 하도급 업체 근
로자가 원청의 규정과 관리를 따르도록 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일종의 '보
이지 않는 파견근로'를 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시켰다. 다섯째, 사
업장별 종업원평의회에게 하도급의 인원, 업무내역, 기능, 업무부서 등 하
도급의 사실에 대해 통지하도록 파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했다(Haipeter,
2017: 13).
한편, 하르츠 개혁에 대한 보다 획기적이고 명시적인 수정은 법정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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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의 도입에 있었다. 독일 노동시장 연구의 권위자인 마티아스 크누
트(Matthias Knuth) 같은 이는 이미 하르츠 개혁 시행 직후, 법정최저임
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최저임금 도입 없이 기본보장을 시행
하는 것은 퇴행적이며. 결국 국가지원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하르츠 개혁의 폐해를 지켜보면서, 특히 독일 노동조합들은
저임금, 비정형근로의 증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
자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기존에 독일 노조는 법정최저임금이 도입될
경우 사회적 파트너로서 노사가 신주단지처럼 지켜 온 업종별 단체협약
자율성(Tarifautonomie)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크게 하며 그
도입을 주저했다. 그러나 저임금부문의 확산을 노조 조직화와 단체교섭
만을 통해서 제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결국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노사
가 참여하는 방안을 일정하게 관철시켰다.
독일의 노동계와 정치계에서는 법정최저임금 도입을 놓고 본격적인 논
구와 공방을 이어 갔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공식화했다. 2012년
1월 당시 후버투스 하일(Hubertus Heil) 사회민주당 의원은 연방의회 연
설에서 최저임금 개혁을 통해 Hartz IV 수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사
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Heil, 2012), 이는 하르츠 개
혁의 경로수정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하일은 수많은 근로자의 노동수
입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만큼에는 이르지 못
한다는 것을 최저임금도입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즉, 하르츠 개혁에 대한
수정, 대안으로 최저임금제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저임금 부문 사용자들이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경쟁을 제한하
고 임금 하한선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데에 있다(Heipeter,
2017: 9).
결과적으로 독일은 2015년에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8.50 유로로 확정
하여 도입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시간당 8.84유로로 소폭 인상해 갔다.
당시 많은 파견업체들, 특히 저임금에 속하는 파견업체들의 임금이 이보
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저임금부문 임금인상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Heipeter, 2017: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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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적 디지털화
과거 1970년대에 자동화와 생산합리화의 시도 앞에서 노동조합과 사회
민주주의 정치세력은 ‘노동의 인간화’를 제기하며, 미시적이고 정치한 측
면으로까지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그
러한 전통은 2000년대 이후 ‘좋은 일자리(Gute Arbeit)’를 향한 별도의 강
조점과 노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로 계승되었고, 그것
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박명준, 2010).
오늘날 독일에서 포용적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움직임들은 이제 막 대두하고 있는 중이며, 그러한 논의나 움직임들은 여
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유력하고 포괄적이며
주목할 만한 정책은 바로 ‘노동4.0’ 정책아이디어이다. 여기에는 IT가 결
합된 일자리가 반드시 불안정하고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지향이 담겨 있다. 노동4.0의 정책방안 구축시도 외에도,
독일의 노조 및 제조업체들에서는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그
부작용을 제어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며 일자리 모델을 개조해 가기
위한 진지한 모색을 도모하고 있다.
가. 산업4.0의 구상과 노동4.0으로의 진화
독일의 노동4.0은 미래의 노동질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
적 규정이다. 이를 통해 독일은 미래의 노동질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
해 광범위한 사회적 소통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규정하고, 향후 그에
55) 다만, 당시 IAB의 연구는 하르츠IV(실업수당II) 수급자의 약 5% 만이 - 전체 130
만 명 중 57,000〜64,000명에 해당 - 최저시급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한 바 있는데(Bruckmeier & Wiemers, 2014), 이는 최저임금 효과에도 한계가 있
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최저임금이 빈곤임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제
방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안드레아 나알레스(Andrea
Nahles) 노동부 장관과 대연정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도입이 Hartz IV 정책 패키
지의 연장선에서 개정 내지 수정을 한 것 아니냐, 혹은 그저 개혁의 화장술
(Reformkosmetik)에 불과한 행보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Butterwegge, 20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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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책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실행되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산업사회 형성 이후 노동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는 변화
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노동질서를 법적, 정책적으로 규정하며 이끌어 가
지만, 커다란 기술변화를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미래의 노동질서가 어
떠해야 한다’는 규범적 규정을 사전에 수행하는 작업은 기존에 없던 시도
이다.
먼저 독일의ﾠ산업계와 연구계는ﾠ‘산업4.0(Industrie4.0)’ﾠ전략을ﾠ표출하
며ﾠ발전하는ﾠ디지털ﾠ기술을ﾠ제조업의ﾠ경쟁력ﾠ증진과ﾠ새로운ﾠ시장의ﾠ선
도적ﾠ개척전략으로ﾠ삼고ﾠ나섰다. 2010년에 ‘첨단기술전략 2020’을 정초한
후 그것이 이듬해인 2014년에 ‘신첨단기술전략’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그
일부가 산업4.0이며(Industrie4.0)이 된 것인데, 이는 말하자면, 독일 제조
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었다.56) 그 취지는 독일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시 제조업 강국으로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그 장점을 실감하게 되면
서, 향후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있었다. 산업 4.0과 관련된 협회인 BITCOM, VDMA, ZVEI 등에 속
한 약 6,000여 개의 회원사들은 이 프로젝트의 발전 제의를 받아들여
2013년 4월에 협력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논의
플랫폼(Industrie 4.0 Platform)’이었다. 이후 기업, 노조, 학계, 정계에서
추가적인 참여를 받아 2015년부터 이 플랫폼을 대폭 확대해 갔다.
이후 그 한 주체인 노동계의 주도적인 문제제기로 이를 노동4.0까지 심
화시켜나가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을 경과하면서 독일에서는 긴 사회
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인더스트리4.0> 시대의 <노동4.0>에 관한 정책
과제들을 정립하였다. 특히 독일ﾠ연방노동사회부(BMAS)의ﾠ주도로ﾠ디지
털화가ﾠ산업질서ﾠ변화를ﾠ도모하는ﾠ것을ﾠ넘어ﾠ그것이ﾠ노동에ﾠ끼칠ﾠ영향
을ﾠ고민하면서ﾠ‘노동하기4.0(Arbeiten4.0)’ﾠ프로젝트를ﾠ발주해ﾠ일종의 대
56) 독일어에서는 산업을 뜻하는 Industrie와 서비스를 뜻하는 Dienstleistung이 종종
함께 거론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Industrie는 서비스업이 아닌 산업, 즉 제조업
(manufacturing)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 말하자면 산업4.0은 사실상 명실상부
제조업4.0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제조업4.0이기에 노동4.0은
암묵적으로 독일이 그 동안 제조업 강국으로서 그 내에 키워 온 노동질서(노사관
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등)의 재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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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ﾠ플랫폼을ﾠ만들어ﾠ전사회적으로ﾠ문제제기들을ﾠ수렴했다. 그러면서ﾠ그
에ﾠ대한ﾠ해답을ﾠ구축해ﾠ일종의ﾠ백서를ﾠ만들어ﾠ냈다.ﾠ여기에는ﾠ독일의ﾠ
노총과ﾠ금속노조ﾠ등ﾠ노동조합이ﾠ적극적으로ﾠ참여한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노동4.0론의 구축은 산업4.0의 구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었
다. 산업4.0이 제조업의 새로운 부흥과 미래지향적 재구조화를 염두에 두
는 것이라면, 그 파급력은 단지 산업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
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노동4.0이었다. 애초에 산업과 노동은 서로
동전의 양면에 있기 때문에 산업4.0을 깊고 진지하게 고민할수록 그것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노동4.0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안적 일자리
의 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분히
독일이 지난 시기 발전시켜 온 사회국가와 산업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
을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자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
것이 노동4.0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산업4.0의 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계기로 독일의 민주적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반추하면서 현재까지 3단계(노동1.0에서 노동3.0까지)의 시대규정
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해 가면서 노동4.0론은 그간 노동의 진화에 대해서 새로
운 인식을 발전시켰다. 노동4.0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로 본 노동형태 및
노동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노동1.0(Arbeiten1.0)’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체계를, ‘노동2.0(Arbeiten2.0)’은 대량
생산체계가 시작되는 시기의 노동형태를, 그리고 ‘노동3.0(Arbeiten3.0)’은
독일에서 1970년대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n Marktwirtschaft)가 공
고하던 시기의 노동형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이야기되
는 ‘노동4.0(Arbeiten4.0)’은 네트워크화 및 디지털화되고 유연화를 특징
으로 하는 노동세계를 말한다. 한마디로 노동1.0은 노동조합의 출현, 노동
2.0은 복지국가의 출현, 노동3.0은 공동결정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출현,
그리고 노동4.0은 노동1.0부터 노동3.0까지 축적된 발전 위에서 새로이 요
구되는 유연적이고 가변적이며 이동성이 높은 노동세계의 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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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노동4.0의 개념과 원리를 형성시킨 과정을 보면 일종의 사회적
소통 확대를 통한 전환 거버넌스를 추구한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노동
4.0 ‘녹서(green book)’를 마련하여 디지털 시대 새로운 노동질서의 수립
을 위해 무엇이 문제가 되고 관건이 되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구
성해내고, 이를 추슬러 다시 그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을 끄집어내어 ‘백
서(white book)’를 발간해 내용을 체계화시킨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겪고 나서 대두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 드라
이브 속에서 노동의 미래 존재방식에 대한 상을 광범위한 사회적 소통을
통해 확립한 소프트(soft)한 사회계약(social contract)적 성격을 갖는다.
노동4.0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적 일자리의 상에 대해서 몇 가
지의 실행방안들을 제시한다. 이들은 다분히 독일이 지난 시기 발전시켜
온 사회국가와 산업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자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신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불가피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공동결정과 참여의 지
속과 전환’이다.57) 노동4.0 백서에는 이를 포함하여 8개의 미래지향적 일
자리의 구성원리가 정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나. 독일 노동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노동4.0의 주창자이자 열성적으로 그 담론을 실천화하는 주체는 바로
독일의 노동계이다. OECD에서도 미래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의 사
57) 여기에서는 특히 “사회적 동반자 관계(Sozialpartnerschaft), 공동결정, 근로조건
형성에 대한 민주적 참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위기 시
안정의 닻이자 국제경쟁에서의 성공요인이었음”을 적시하며, “디지털 구조전환
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 간 협의과정과 기업 노사 협의과정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단체협약구조의 안정, 기업에서의 고용자 참
여기반 확대, 민간기업의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와 공공부문 직장평의회
(Personalrat)가 적절한 권리와 자원, 유럽 차원에서의 기업 공동결정 국가표준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BMA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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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독일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예로 제시한 바 있다. 독일노총(DGB)은
노동4.0 백서 및 산업4.0 이니셔티브에 합의했고, 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
와 금속노조(IG Metall)는 자영업자에게 노조가입 개방을 시도하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경제시대 전략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IG Metall은 온라인 플랫폼(http://www.faircrowd
work.org)을 제작하여 일반 노동자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근로계약, 노동법, 책무, 사무실 등록, 권한조정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일ﾠ금속노조(IG-Metall)의ﾠ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ﾠ지역
지부의 경우,ﾠ노동조합이ﾠ경제의ﾠ디지털ﾠ전환이라고ﾠ하는ﾠ커다란ﾠ도전을
기회로ﾠ삼으며ﾠ선제적으로(proactively)ﾠ임하고 있다.58) 4차ﾠ산업혁명이
든ﾠ디지털ﾠ전환이든ﾠ많은ﾠ나라에서는ﾠ그것이ﾠ고용과ﾠ노동시장에ﾠ끼칠
영향을ﾠ비관적으로ﾠ진단하며ﾠ막연한ﾠ위협감과ﾠ공포감ﾠ속에ﾠ있어ﾠ보이
는ﾠ게ﾠ사실이다.59)ﾠ이러한ﾠ모습과ﾠ독일의ﾠ모습은ﾠ확연히ﾠ달라 보인다.ﾠ
디지털ﾠ전환과ﾠ관련해ﾠ독일ﾠ금속노조ﾠ지역지부의 실천 사례는 그러한
차별적이고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노조 지부는 주정부ﾠ공적재
정을 따낸ﾠ뒤ﾠ산업현장을ﾠ방문해ﾠ어떤ﾠ직무,ﾠ어떤ﾠ부서가ﾠ주로ﾠ디지털화
를 경험하고ﾠ있으며,ﾠ그ﾠ속에서ﾠ노동자들은ﾠ어떠한ﾠ문제를ﾠ경험하고 있는
지를ﾠ심층적으로ﾠ인터뷰하며ﾠ사실을ﾠ파악해ﾠ간다.ﾠ그러한ﾠ기회를 활용해
노동자들을ﾠ노조로ﾠ조직화하고ﾠ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s)가ﾠ그러한
전환에ﾠ보다ﾠ선제적으로ﾠ개입해ﾠ들어가도록ﾠ독려한다. 또 이 노조ﾠ지부
는ﾠ디지털ﾠ시대의ﾠ노동의ﾠ변화와ﾠ관련한ﾠ업무에 30여 명의 직원 중 4명
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사업에 두 번째로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
이다.
독일 노총의 싱크탱크인 WSI의 전임 소장인ﾠ하르트무트ﾠ자이퍼트ﾠ박
58)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독일 금속노조 지역지부를 방문한 바 있고(2017년 여름)
같은 기회에 해당 전문가들과 독일 현지에서 인터뷰를 수행한 바 있다.
59) 예컨대ﾠ영국의ﾠ옥스퍼드ﾠ인터넷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의 경우ﾠ4차ﾠ산
업혁명이ﾠ영국ﾠ노동시장에ﾠ끼칠ﾠ영향에ﾠ대해ﾠ경제의ﾠ디지털화가ﾠ종래의ﾠ‘일자
리 쪼개기(파편화)’ﾠ경향을ﾠ더욱더ﾠ심화시킬ﾠ것이라는ﾠ암울한ﾠ전망을ﾠ공유하고ﾠ
있다. 이 역시 필자의 2017년 현지 방문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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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ﾠ따르면,ﾠ현재ﾠ독일에서는ﾠ노사정ﾠ모두가ﾠ디지털ﾠ전환에ﾠ대해ﾠ일치
된ﾠ의견을ﾠ보이고ﾠ있다. 그것은ﾠ공히ﾠ독일ﾠ경제와ﾠ산업ﾠ경쟁력ﾠ증진의 수
단으로ﾠ이를ﾠ사고하는 것이다.ﾠ특히ﾠ노조는ﾠ기술혁신과ﾠ신기술ﾠ도입을 통
해ﾠ산업ﾠ경쟁력을ﾠ확보하는ﾠ것이ﾠ노동자들을ﾠ위한ﾠ고용안정의ﾠ우선적
인ﾠ과제임을ﾠ인식하고 있고,ﾠ그렇기ﾠ때문에ﾠ이에ﾠ대해ﾠ적극적인ﾠ노력을
기울이고ﾠ있다.ﾠ사용자들도ﾠ경쟁력ﾠ강화를ﾠ위한ﾠ수단으로ﾠ이를ﾠ활용하
면서ﾠ노동조합과ﾠ종업원평의회의ﾠ심기를ﾠ거슬러ﾠ그들이ﾠ이러한ﾠ전환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ﾠ않도록ﾠ하기ﾠ위해ﾠ노동친화적인ﾠ태도를ﾠ취하고,ﾠ향
상훈련(Further Training)의ﾠ필요성을ﾠ강조하고ﾠ있다고ﾠ한다. 또 다른 전
문가인 토마스 하이페터(Thomas Haipeter)는ﾠ이러한ﾠ일치된ﾠ견해를ﾠ일
종의ﾠ‘새로운ﾠ코포라티즘’의ﾠ일환으로ﾠ봤고, 이것이ﾠ가능하게ﾠ된 것은ﾠ지
난ﾠ글로벌ﾠ금융위기를ﾠ극복하는ﾠ과정에서 노사정ﾠ간ﾠ타협의ﾠ분위기가ﾠ조
성됐기ﾠ때문이라고ﾠ분석한다.

4. 특별문헌 : 독일의 ‘노동4.0백서’
가. 구조변동과 새로운 쟁점 영역들
노동4.0론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기 전에 미래 노
동사회의 변화와 관련한 굵직한 변동을 제시하며 변화의 불가피성을 언
급했다. 인구구조의 변화(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전문인력의 부족, 가
치관과 문화의 변동으로 인한 새로운 요구들의 대두 등이 그것이다. 그러
면서 이러한 변동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산업4.0을 추진하면 현실의 노동
세계에 의미심장한 변화 내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것은
특히 6가지의 영역들에서 그러한데, 디지털 기술의 고용에의 영향, 디지
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노동의 형태의 대두, 디지털 경제의 원
자재로서 빅데이터의 전면적 활용,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의 활성화, 시
공간을 초월한 노동의 보편화, 그리고 기업조직 차원에서의 변화의 추동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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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일자리의 비전과 원칙
<노동4.0 백서>에서는 일단 규범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미래
의 일자리와 관련해 5가지의 원칙적인 요소들을 설정한다. 그 첫째는 소
득과 사회적 안전이다. 성과에 부합하는 소득과 사회적 안전이 갖추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soziales Netz)에 의지할 수 있
어야 한다. 디지털화로 생길 수 있는 생산성증진(Produktivitätsgewinn)
은 모든 직종에서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단체협약이다. 성과정의(Leistungsgerechtigkeit)는 정당한 임
금의 지급으로 나타나야 한다. 남녀 간 임금차별의 철폐도 그 중요한 징
표다. 집단적 보장(kollektive Sicherung)의 한 요소인 단체협약 외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설명과 직업상담도 중요하다. 이는
개인의 안정적 취업이력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다. 노동사회
(Arbeitsgesellschaft)에서 양질의 사회보장은 특히 경제활동이 중단되거
나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필요하다. 미래의 사회국가(Sozialstaat)
의 핵심적 기능은 나이, 질병, 사고, 실업과 같은 삶 및 고용의 위험에 대
한 보장이어야 한다. 누군가 자영업을 원하는 경우, 그것을 하도록 지원
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영업에 대해 더 나은 사회보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는 양질의 노동으로의 편입이다. 누구에게나 양질의 노동으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양질의 노동에 의한 완전고용은 항시적인 정책목
표가 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들에게는 지원과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 경미한 소득과 낮은 계획안전
성만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존재할지라도 그런 일자리가 개
인의 취업이력을 결정짓게 두어서는 안 된다.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도 계속된 직업능력상의 개발(향상훈련)을 통해 고
용능력(employability)을 확보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진다.
셋째는 새로운 표준이 된 다양성의 인정이다. 경직된 노동모델 대신
생애단계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노동 요구는 생애주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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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화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표준적’ 근로관계(normales
Arbeitsverhältnis)라는 비전은 오늘날 현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표준적’ 근로관계가 ‘표준적’ 성격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다. 이
제 다양성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예컨대 풀타임 근로(Vollzeit) 단
계와 파트타임 근로(Teilzeit) 단계 간 이동, 가정생활 단계와 경제활동 단
계 간 이동뿐 아니라, 종속고용과 자영업 간의 이동도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표준고용관계와 ‘비전형 고용’을 무차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특
히 단시간 근로(Teilzeitarbeit)와 관련해 의미가 있는지 점점 재고해 보아
야 한다. 사회적 파트너와 정치는 노동에 대한 다원화된 요구를 인정하고
노동자에게 생애단계 별로 더 많은 자기주도권을 부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상이한 직업활동 사이, 가정생활 단계와 경제활동 단계 사이
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각 상황들에 맞는 사회보장의 제공이 중요하다.
넷째는 노동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노동세계에서의
노동의 질에 있어 네 가지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것은 각각 ‘더 많은 유연
성의 감당’, ‘사람과 기계 사이의 새로운 협력관계’, ‘새로운 조직형태’, ‘생
산과정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등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부담이다. 새로운 생산과정과 비즈니스 모델
을 촉진하고, 그 모델을 현대적인 ‘산업안전4.0(Arbeitsschutz4.0)’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는 공동결정, 참여, 기업문화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도 현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회적 파트너 간에, 또 기업 내에서 가
장 잘 협의, 결정될 수 있다. 기존의 대의적 구조(repräsentative Struktur)
는 필요하나, 직장에서 개별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업협약법(Betriebsverfassung)60)에 의거한 공동결정, 근로자의 참여,
좋은 기업문화와 경영문화는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 이들은 혁신적, 민주
적 사회의 혁신적, 민주적 기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보적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4.0시대에 노동하기(Arbeiten4.0)’를 구상함에 있어서
60) 독일에서 기업 내에서의 노사간 협약 및 종업원평의회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내
용의 법안

140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백서>에서는 이 다섯가지의 기본가치 요소들이 새 시대의 일자리에 보
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정립
해 두고 시작한다.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로의 균등한 기회보장이나 공
동결정과 참여의 원칙 유지, 그리고 적정한 소득과 사회적 보호의 보장
등은 애초에 포용화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강조되는 것들이
다.61) 결국 포용적 디지털화 시대, 4.0시대의 노동은 이러한 포용적 기조
들을 재차 확인하고 계승해 나가되,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표준이 된 다
양성을 염두에 두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양질성의 주제를 고민하며
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 포용적 디지털화에 부합하는 일자리 모델의 개혁요소들
노동백서4.0은 궁극에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의 새로운 일
자리 모델의 요소로 8가지 방안들을 강조한다. 아래에서는 해당 방안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직업안정을 위한 일상적인 조기투자의 강화
노동4.0론은 일단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의 대량 자동화가 일어날 가
능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론 인해 적어도 직무
와 노동이 변화하고 업종 간 경계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서 노동4.0의 구현을 위해서는 능력의 향상과 직업상의 지위상승의 전망
을 개선해 가기 위한 조기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그러한 투자를 위한 예
방적 지원이 요구된다. 단지 비숙련 단순노동 인력, 경제활동 이력의 마
지막 단계에 있는 경우, 당장 실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절박한 예외적
상황에 국한되어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노동4.0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실업보험을 단계적으로
노동보험(Arbeitsversicherung) 내지 취업보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
다. 그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예방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
61) 대표적으로 전술한 바, ILO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4대 원칙에 이러한 요
소들이 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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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해야 한다. 독립적인 직업상담과 계속교육 상담을 받을 권리가 특
히 요구된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계속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대, 신장시
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유연하고 자기주도적인 근로시간의 설정
노동에 대한 통제, 노동자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디지털화는 자기주도
적인 노동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이해충돌이나 목
표충돌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고용의 탈경계화(Entgrenzung)와
과도한 업무부담이 초래할 불안정과 위험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
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 경제 하 미래의 일자리에서는 특히 자
기주도적 결정과 시간주권(Zeitsouveränität)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노사간 합의에 기초한 근로시간 모델의 설정 및 유연화를 위한
타협은 향후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형성은 기업의 인사전략, 성과평가의 기준, 그
리고 기업의 경영문화와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한 제도를 구체적이고 보
다 더 포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이른바 ｢선택근로시간법(Wahlarbeitszeit
gesetz)｣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 근로시간 및 장소와 관련하
여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사양을 부여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 파
트너 간의, 그리고 기업 내에서의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법 규정
의 예외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3) 서비스 부문의 양호한 근로조건 마련
노동4.0론이 강조하는 세 번째 쟁점은 서비스산업 일자리에 대한 특별
한 관심과 그것을 양질화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혁신을 의미하는 <산업4.0>을 넘어 서비스산업, 수공업 분야에
도 디지털화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은 노동 자체에 대한 변화 뿐
아니라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중개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서비스와 돌봄 부문에 단체협약의 구속력 강화가 일차적으로 필요하
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
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돌봄서비스 분야는 향후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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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커질 것이므로, 여기에 양호한 노동조건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요
하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사적으로 조달되는 서비스는 그 재원
을 공적자원을 통해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이 유익하다. 가사와 관련한 서
비스 분야에서는 ‘가사서비스계좌(Haushaltsdienstleistungskonto)’를 제
도화시켜 운영하고, 디지털 관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 갈 필
요가 있다.
4)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산업안전4.0’의 마련
미래의 일자리에서도 안전과 보건은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산업안전(Arbeitsschutz)은 디지털화 뿐 아
니라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맞추어서도 재구성되어야 한
다. 또 노동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에도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을 새롭
게 ‘산업안전4.0’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5) 고용과 관련한 정보보호의 강화
계속적인 기술발전과 노동세계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의 증가 속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보보호이다.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유럽정보보호준칙(Europäische Datenschutz-Gru-ndverordnung, DSGVO)’
을 새롭게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은
우선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독일정보보호법(BDSG)의 제32조(‘고용관계
관련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 사용’)를 계속해서 잘 작동해 가
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유럽정보보호준칙(DSGVO)’의 구체적 규정
테두리 내에서 개별 국가 입법자에게 허용하는 재량권을 보다 적극적이
고 광범위하게 활용해 갈 필요가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나타나
는 변화들을 주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학제간 전문가위
원회를 설치하고, 학술적으로 검증된 기준을 토대로 하는 ‘고용정보보호
지표(Index Beschäftigtendatenschutz)’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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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결정과 참여의 지속과 강화
사회적 동반자(Sozialpartnerschaft), 공동결정, 근로조건 형성에 대한
민주적 참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이다. 그것들은 위기
시 안정의 닻으로 작동을 해 왔고, 독일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성
공요인으로 역할을 해 왔다. 디지털 전환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적 파트너간의 협의 및 기업 내 노사 간의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단체협약구조의 안정, 기업 내 근로자 참여기반의 확대, 민간
기업의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와 공공부문 직장평의회(Personalrat)의
적절한 권리 및 자원 확보, 유럽 차원의 기업공동결정 국가표준의 구조화
등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향후 단체협약의 유지와 기업 내 구체적인 규
칙들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연계시키는 내
용으로 입법적 구상을 해 나가야 한다. 종업원평의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당한 유연성 확대를 요
구하는 기업이 그것을 실현해 가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화하는
노동세계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동결정을 위해 종업원평의회의 능
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가야 한다.
7) 자영업과 특수고용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증진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와 관련한 일곱 번째 주제는 자영업이다. 향후
자영업자와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위해 좋은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상으로 창
업을 촉진하고 자영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종속고
용과 자영노동 간 경계가 희석되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노동세계에서 더
욱 더 두드러질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를 종속근로자와 마찬가지
로 법정연금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은 다른 사회보장보험, 특히 공적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과 함
께 평가되어야 한다. 노후연금(Alterssicherung)을 제외하고는 정액방식
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입법가들은 특수유형취업자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각의 실제 사정에 따라 노동법과 사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어 검증된 재가노

144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동자(Heimarbeitnehmer)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크라우드워크(Crowdwork)
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미래에 필요하다.
8)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복지국가의 구축
일자리의 미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노동4.0론은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적절한 복지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애초에 복지국
가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한 전망 속에서 누
군가의 고용능력을 안정화시키고 과도적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4.0론에서는 두 가지의 새로운 제도를 구
체적으로 주창한다. 그 하나는 ‘개인경제활동계좌(Persönliches Erwerbstäti
genkonto)’의 구축이다. 특히 그것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유
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경제활동 출발자금(Startkapital)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청년들
은 사회가 제공하는 출발자금을 받아 직업세계에 필요한 자격취득에 활
용할 수 있다. 혹은 창업이나 경제활동 중단한 기간(휴직, 휴가, 실업 등)
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 스스로 납입하는 ‘장기근
로시간계좌(Langzeitkonto)’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기업에 종속되
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아니라 잦은 이직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행위를 염
두에 두고 개별 노동자들의 생애전반에 적용되는 사회적 차원의 제도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의 새로운 복지체제는 ‘노동의 사회화
‘를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개인별 특수성과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구상
되어야 한다.

제5절 일 본

1. 도 입
일본정부가 발표한 경제통상백서 2017년 판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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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을 저점으로 경제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저출산과 고령화
로 인해 유효구인 배율 등의 면에서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총체적
인 노동력 부족이 잠재성장률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
운데, 그 결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저하되면서 총수요의 회복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베정권은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 가계소비력 회복, 인적자원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성장정책을 펴
는 등 일종의 포용적 기조를 취하게 되었다.
아베정부의 포용적 개혁은 무엇보다 경제성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바
탕으로 한다. 성장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일본식 포용적
정책은 영미권이나 유럽권의 포용화 정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미국에
서 오바마의 노동포용적 정책은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고 불균
등한 권력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국의 포용적 성장 운
동도 실질임금의 정체로 인한 근로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정책 이니셔티브로 삼는다. 그러나 일본의 포용적 노동정
책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론이다. 여기에서
노동시장의 분절완화나 근무환경 개선은 모두 다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
으로 간주된다.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최종목적이 있
다기보다,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포용성’을 차용하는 식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사례는 성장론을 중시하는 보수정권이 포용화 정책을
만났을 때 어떠한 정책적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지를 보여준다.
OECD나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담론들에서도 포용화 정책
은 종종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적 재번영이라는 추진동기에서 논해져 왔
다. 이렇게 성장을 강력한 목표로 삼는 포용화 정책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보
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벗어나, 성장과 분배를 하나의 논리로 통합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로 2016년부터 아베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근
무방식개혁’이 대표적이다. 이 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동일노동․동
일임금이다. 이는 비정규직/정규직으로 분화된 노동시장을 재구조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정규직 사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능력개발을 실시
하여, 장기적인 인적 생산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근무방식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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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핵심으로는 장시간 근무를 없애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이는 오늘날 일본에서 심각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기도 하다. 이렇게 근무방식개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은 아베노
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축으로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성장력의 강화,
즉 잠재성장률의 상승을 목표로 한다(김명중, 2016).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성장계획이 그
것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인 일본은 생산성 혁명에 역점을 두고 로봇개발, IoT, 빅 데이터 분야의
투자 촉진 및 IT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2017년 6월부터 추진된 이른바 ‘소사이어티 5.0(Society 5.0)’이 그것
이다. 여기에서는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
봇산업에 역량을 투입하고, 인적자본개발전략을 통한 생산성 증대계획도
함께 추진한다(전해영, 2017).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기구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와 ITAC(IoT추진 컨소시엄)을 각각 2015년 5월과
10월에 출범시켰고, 2016년 6월에는 4차 산업혁명 관민회의를 설치했다
(김규판, 2017).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경제성장 방안이 매우 상세하고 폭넓게 마련된
데 반하여, 이것이 가져오게 될 고용노동의 영향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적 준비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참조해 볼 문헌은 2017
년 노동정책연구보고서로 발간된 ‘유럽의 새로운 비전형 취로조직에 관
한 연구’(JILPT, 2017)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비정형 노동에 대한 현
황 및 실태 파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유럽의 연구를 인용하여 향후 디
지털화에 의한 근로기준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앞서 미국, 영국
에서 근로자성 논의가 첨예하게 대두되는 것을 일본식 관점에서 해석하
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서는 기존의 가내노동, 구내하청, 개인도급,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일본식 노동법의 보호가 디지털화된 노동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법적 보호메커니즘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성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포용화 소절에서는 오늘날 아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
인 노동포용정책을 살펴보고 2017년 노동백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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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확대정책을 뒤이어 소개하겠다. 이어지는 포용적 디지털화 소절에서
는 기술변화가 가져오는 비정형근로에 대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를 다루고,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정책안으로서 인적자원 제고
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마지막 소절에서는 노동후생성에서 2017년
발표한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이는 테일러 리뷰(영국)나 메틀링 보고서(프랑스)에 비하여 고용
노동정책의 상세한 분석보다는 포괄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으나 유사한
주제의 연구라는 점에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2. 포용화
가. 생산성 증진을 위한 노동포용정책
최근 일본 정부는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
하고, 고용의 유동화를 촉진하고자 노동시장을 개혁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 왔다. 2015년 6월에 발표된 ‘일본재흥전략’에 따르면, ‘현
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력 공급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생
산성을 향상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시
간 근무를 시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
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략) 장시간 근무를 시정하여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근무환경 조성에 의욕적인 기업일수록 선택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
들어 나가기 위해 각 기업의 근로시간 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
량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명중, 2016: 69).
일본정부는 또한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1억총활약플랜’을 발표
하였고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위해 대기아동 해소와 간병환경 정비 등
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플랜에는 그 핵심내용의 하
나로 ‘근무방식개혁’이 담겨 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이 개혁은 노동시장
재구조화 및 생산활동인구 증진, 인적자원 제고 및 생산력 향상 등을 추
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9월 2일부터는 근무방식개혁실현 추진
실을 출범시켜 노동후생성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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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처가 협력하는 조직체제를 갖추었다.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조직
구성원으로 가토 카쓰노부 근무방식개혁 대신, 시오자키 야스히사 노동
후생성 대신, 일본의 노사대표(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회장, 고우즈
리키오 노조연합 회장) 등을 포함하였다. 이같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면서, 그간 난제로 여겨져 온 동일
노동 동일임금 방안의 구체화, 장시간 근무 해소 등에 대한 조정능력을
강화코자 하였다(김명중, 2016).
일본의 근무방식개혁은 다양한 인재들을 차별 없이 채용하여 일본경제
의 고질적 문제점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근로방식의 변화를 통해 생
산성을 도모, 최종적으로 장기 경제성장력을 부흥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정책은 일본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다양성 경영(diversity managemen
t)62) 및 생산성 향상과도 맞닿아 있다. 아베총리는 근무방식개혁실현 추
진실의 개소식에서 ‘사회에서 비정규라는 말을 없애나가겠다. 장시간 근
무를 자랑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 나가겠다’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및 장시간 근무 해소에 역점을 둘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는 낮은 생
산성의 핵심 원인으로써 장시간 근무를 중심으로 하는 구시대적 업무처
리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다양한 인
재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의 성장전략을 구현
하려는 취지를 갖는 것이었다(김명중, 2016).
아베총리는 제1차 근무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임금
인상, 장시간 근무 해소, 이직․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재택근무, 부업․
겸업 등 유연근무, 여성․청년이 활약하기 쉬운 환경, 고령자 취업촉진,
질병치료, 육아 또는 돌봄․간병과 일의 병행,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을
검토하였다. 각 내용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진
다. 그 첫번째는 생산활동인구의 양적 증가다. 이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등 기존에 유휴노동력으로 잠재되어있던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포함시키
는 일이다. 일본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외국인이 근로하기 쉬
운 환경을 구축,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도 양질의 인력유입도 꾀하
62) 다양성 경영이란 개인의 다양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여 조
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재관리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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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축이 일자리의 양적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어지는 두번째와 세 번째 축은 일자리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축은 일-가정의 양립에 역점을 둔 근로환경 개선이다. 육아 또
는 돌봄·간병과 일의 병행을 통해 여성노동력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배제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근무해소도 마찬가지로 노
동환경의 개선을 통해 노동력을 노동시장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 및 유입
시키면서 동시에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내수진작을 꾀하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부업․겸업 등 유연근무 확대와 이직이나 재취업에 대한 지원
을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포함
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다. 이는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근
무방식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비
정규직 처우개선,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
서 다뤘듯이 일본의 비정규직 시장은 20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왔
다. 경기침체가 지속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체 고용인력이 줄어드는 가
운데, 정규직 노동자가 감소추세를 보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당수 증
가하였다. 비정규노동의 증가는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 노무비의 절약,
특수훈련의 중요성 저하, 기업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노동조합의 교섭
력 저하, 기업의 노동 탄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심화 등을 촉발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 및 청년의 노동력의 증가와 가치관 및 취업의
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신혜원, 2003: 30). 이에 아베정부
는 비정규/정규직으로 분화된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가 인적자원의 생산
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생산력을 제고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워고 개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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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근무방식 개혁의 9가지 사항
항목

내 용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법
적 체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들의 경력체계 개선

2) 임금 및 노동 생산성 향상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3) 장시간 근무 시정

초과근무에 대한 법률 강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재택근무의 활성화. 정규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재
4) 근무방식에서의 유연성 증대 택근무에 대한 법적지원과 근로자 보호 지침. 부
업․겸업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과 고용 지침 개정
일과 간병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모
5) 간병, 보육 및 양육과 일-가
성보호 및 보육에 대한 지원조치 강화. 장애인 고용
정의 양립, 장애인 고용
확대와 노동능력에 따른 업무 부여
6) 외국인 근로자 수용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환경 개선

7) 여성, 청년 노동환경 증진

경력단절 여성에게 숙련기회 제공, 직업 훈련을 통
해 인적자원 제고. 여성 고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
여 파트타임 등의 일자리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는 여성 일자리 증진. 청년세대의 고용증진에 대
한 지원 촉진 및 환경 개선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직업변경이나
8) 직업변경이나 재취업 지원, 인 재취업을 위한 채용기회 확대에 관한 지침. 기업들
의 훈련수요 지원. 장학금 혜택 등 누구에게나 공평
적자본 개발과 훈련
한 교육기회 제공
9) 고령자 고용 촉진

계속고용의 확대. 은퇴자에 대한 고용 매칭 지원

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아베정부가 추진하는 근무방식 개혁”).

이렇게 근무방식 개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은 아베노믹스 성
장전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그를 통해 성장력 강화, 즉 잠재성장률 상
승을 목적으로 한다. 잠재성장률의 상승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증가와 생
산성 의 향상이 필요하나, 현재 일본경제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여 중소기업 등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바, 노동력의
감소가 잠재성장률 상승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한
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실현된 생산성 향상은 임금상승과 인적투자의
확대라는 형태로 노동자에게도 분배되어 내수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

제4장 주요국가별 정책흐름: ‘포용화’에서 ‘포용적 디지털화’로 151

으로 기대되며,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분배가 양호한 성장기반을 조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사회보장정책63)
일본 노동후생성이 2017년 10월 24일 발표한 <2017년 노동백서>에는
오늘날 노동시장의 동향분석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노동백서> 1장은 일본의 경
제적 동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재분배와 성장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장
기적인 경제성장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이론을 다루고 있다.
2장은 최근의 가계소득, 임금, 자산, 소득재분배 동향을 분석해 놓았다. 3
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안정성의 증대를 주제로 고용체계의 문제
점과 대응방안, 소득향상과 사회적 안정성 강화, 성장과 분배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대를 위한 정책 시도 등을 다룬다.
<노동백서>에서는 특히 ‘1억 총활약플랜’ 차원에서의 근무방식개혁을
실현 해 나가는 배경을 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장기 경
제성장을 위한 포용적 노동정책의 정책적 목표와 이론적 정합성, 정책동
향 등을 소개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둔다. 사회보장 또한 성장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그것이 i)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촉진해야 하고, ii) ‘전 세대’
에 이르는 사회보장의 폭넓은 확대를 통해 사회의 안정성 자체가 강화되
어야 하며, iii) 기술적 의료 혁신을 통해 의료보장의 생산성 및 질적 수준
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을 소개한 뒤 <노동백서>는
그것이 일본사회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주제들이 핵심을 이룬다. 첫째, 많은 국가들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소득불
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재분배 정책 이후 소득불평등이 어
느정도 해소된 측면도 있으나,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근본적인 소득격
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가 어느 때보다 시
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불평등 해소는 어느 국가에서나 현재 공통적으
63) 여기서는 노동후생성(2017b)이 발표한 ‘2017년 노동백서’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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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전세계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
지고 있는 것과 일본적 상황은 맞물려 있다.
둘째, 경제학적으로 재분배는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
으나, 오늘날의 이론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최근
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장기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이론들의 가정을 일본상황에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인구감소와 출산문제, 고령화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경
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분배정책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분배
와 성장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성장을 목표로 사회적 안전의
강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많은 연구들이 재분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는
가운데 그것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재분배의 구체적 내용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 완화
는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노
동의욕이나 투자동기를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 또한 클 수 있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한계를 인지하고, 미래에 그것이
끼칠 정책적 영향들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노동백서>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일본에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
회적 안전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한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불평등
한 소득은 교육에 대한 투자감소로 이어진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감소
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정책의 초점은 사회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노동인력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고취시키는 쪽으
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인적자본
투자가 문제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경력을 쌓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충분히 인적자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다고 재분배 정책이 노년세대에게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는 안 될 것이다. 미래에 노년세대가 가져올 사회적 부담과 젊은 세대가
갖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년세대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분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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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는 정책이 추후 노동공급이나 생산성에 대한 재투자의 측면에 있
어서 사회임금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단기적인 경제부양만이 아니
라,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삶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진과 생산성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중 어떤 것을 더 진작시킬지에 관해 보다 신
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백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서 공적연금
과 의료보장이 사회적 재분배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축이라고 설
명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은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에 도전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빈곤층에게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고용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요컨대, <노동백서>가 추구하는 포용적 정책의 핵심사항들은 (i) 소득
불평등 해소, (ii) 세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iii) 사회보장책의 개선 등
으로 요약되며, 이는 한국의 고용현실에서 고안할 수 있는 포용화 정책상
에 있어서도 주요한 축으로 삼아갈 만한 것들이다.

3. 포용적 디지털화
가. 디지털 고용관계에 대한 대응 방향
2017년 일본노동정책연수기구(JILPT)는 ‘유럽의 새로운 비전형 취로조
직에 관한 연구’(2017)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비정
형(atypical)노동 증가를 분석하면서, 일본의 노동시장 현황과 향후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를 논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시에 후생노동
성이 제안한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후생노동성, 2016)의 적합성을 따
져보고, 그것이 가져올 고용노동정책의 변화를 그려보고 있다. 이 소절에
서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고용관계에 대해서 일본에
서 모색되고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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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노동시장의 전형적인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종신계약, 정규직, 연공서열 등이 과거 경제호황의 전성기를 이끈
주된 동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고용관계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남
성 중심의 정규직 노동시장은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특히
디지털화로 인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하도급이나 아웃
소싱, 유연화된 노동, 근로자의 종속성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거나 ‘도급계약’ 등의 계약 형태를 맺는 것이 대
표적이다. 기업전략의 전환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해 출현
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취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전
형적인 취로조직(就労組織)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재
일본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올라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비전형적 고용에 큰 관심을 기
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기업내부에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고권 남용법
리과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법리에 기초해 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노동
조건이 상당히 두텁게 보호되는 편이다.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경기변동(특히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적 역할을 한다.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 근로조건, 사회보장을 갖는 저렴한 노동비용의
비정규직 고용형태(파트타임, 기간제근로)에 대해 사용자들 스스로 이를
재점검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하청계열 시스템의 작동 때문이다. 외부 하청업자를 이용하는 하
청제도는 일본에서 경기변동시 완충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일본은 제
조업에 있어 자체 제작 비율이 낮은 특징을 갖는데, 하청계열화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다단계화된 생산가공을 하청기업들이 주로 담당하고, 가장
정점에서 최종공정을 맡는 대기업이 위치해 있다. 이는 모기업에게 고정
자본과 노동력의 절감, 외부노동시장의 가격보다 낮은 원가지불을 통한
부품조달, 내외제 비율의 유연적 조정 등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 반면, 이
구조 하에서 하청기업은 동업자간의 치열한 경쟁, 모기업에 대한 피지배
적 관계, 낮은 임금수준, 계층적 임금격차구조를 떠안게 된다. 즉, 외주화
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는 이미 하청계열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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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로 일본 사회에서 익숙해져 있다.
셋째,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예전 일본의 공장법에서 공장
노무에 종사하는 직공은 사업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었다. 양자 사이에
도급업자가 개입하느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직접적인 사용자로
서 고용에 대한 여러 책임(연소자 취업제한, 연소자․여성의 근로시간 제
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 등)을 져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전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근
로자성이나 근로계약의 유무 자체가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서, 해당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띠는지의 여부는 매우 주
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개인도급 사업주가 노동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되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에 뒤이어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가 노동보호법의 대상인지 여부도 문제시되었다.
요컨대,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일본에서
는 i) 비정형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ii) 외주형태의 고용비율도 높아지
고 있고, iii)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그와 함께 비정형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술한 노동후생성 간행 보고서 ‘일
하는 방식의 미래 2035’에서는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첫번째로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측이 근로자에게 어떤 유형의 근무형태를 요구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주
어야 한다. 단지 근무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그같은 근무가
근로자의 경력개발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숙련기
술을 요하며 장기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고지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정보 플랫폼의 구성을 고민하는데, 이를 통해 근
로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근무방식에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취
득할 것이 기대된다. 나아가 보고서는 미래의 고용관계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조세정책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도 이같은 변
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근로관계의 모
호성에서 올 수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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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종전에 남성 가장이 가계소득
을 책임지는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짜여졌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함도 역
설한다.
나.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본플랜64)
2017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경제재정백서>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비함에 있어 일본이 보이고 있는 정책적 한계들 몇 가지를 짚는다. 그
것은 i) 원격근로의 보급을 위해 ICT화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
재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 ii) 일인당 연구개발투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TFP나 기업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 iii) 서비스분야에서 ICT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iv) 고생산성기업과 저생산성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신규기술 도입을 통한 노동수
요 증진과 임금상승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등의 인력투자가 주요한 대응
책으로 강조된다.
앞서 언급한 후생노동성 보고서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에서도 인
적자원 제고는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정책안으로 제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다 유연한 경력개발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초등․중등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인 기본 능
력을 갖춰 주어야 한다. 또 실용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과정
을 통한 장기적인 경력계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직업
교육이 대개 일반적으로 채용을 결정한 회사에서 입사 전후의 단기적인
기간 동안 진행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다면, 그와 달리 디지털화에서는
반드시 기업과 종신적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기간
과 조직구성을 달리하며, 단기 계약관계를 맺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 및 훈련과정을 기업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
력개발 및 직업변화를 위해 좀 더 개별적인 직업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에 관해 일본에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보다 근로
64) 이 절은 노동후생성(2016)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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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회 증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
학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턴사원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실제적인 훈련기회를 받고 개개인별로 기술습득
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자 자신의 인적자본 제고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 기술, 경험 등은 다양한 근로방식 중 자신에게 적합한 일
자리를 선택하여 노동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된다.
교육기회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노동자의 인적자본 향상은 사회안전망
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디지털화에서는 고용형태가 연속적이기보다
는 분절적이며, 노동시장 간 이동도 활발해진다. 자신의 숙련기술을 충분
히 계발시킨 노동자는 작업과 작업 사이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근무계약
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등
을 통한 인적자본 제고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트램펄린과 같은 안전
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더욱 더 직업훈련에 대한 재
정확대가 요청된다.

4. 특별 문헌 :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
이 절에서는 앞서 계속 언급했던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働き方の
未来 2035)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관해 보겠다.
가. 보고서 개관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16년 8월 발간한 것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노동후생성, 2016).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2035년을 기점으로 현재 일본사회가 겪고 있는 출
산율,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디지털화와 기술혁신은 이를 타개할 수단이다. 보고서는 그것을 통해 고
용환경을 개선하고, 근무방식의 유연도를 높이며 생활과 일의 양립을 가
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기술변화를 활용하여 성별 및 세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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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없이 최대한 많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케 하려는 것이다. 이 보고
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
목차
1. 도입 :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회
2. 2035년의 사회
2.1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시대
2.2 오늘날의 상황과 기술혁신의 전망
2.3 기술 혁신의 영향
3. 모든 사람이 빛나기 위한 2035년의 일하는 방식
3.1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서 해방된 유연적 방식
3.2 보다 성취감을 갖는 노동
3.3 노동의 자율성 증대에 따른 기업조직의 변화
3.4 근무방식에 대한 선택권
3.5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
3.6 근무방식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변화
3.7 글로벌화되어가는 지역사회
3.8 육아 및 보육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3.9 성, 인종, 국적, 나이, LGBT, 장애에서의 차별 해소
4. 모든 사람이 빛나기 위한 2035년의 제도
4.1 기본 개괄
4.2 구체화된 제도적 방안 제안
5. 모든 사람이 빛나기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5.1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 확대
5.2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5.3 인적자본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교육시스템
6. 2035년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제언
6.1 혁신은 기회를 창출
6.2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질서의 구축
6.3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걸맞는 미래 공동체
6.4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할 수 있는 사회
6.5 근로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의 개방구조
6.6 일하는 방식과 사회적 안전을 동시에 변혁 및 제고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개혁
6.7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및 이행
7. 결론 : 모든 사람이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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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일본은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생산활
동 가능 노동력의 감소를 겪고 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지방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 남성, 청년, 고령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
람들이 노동시장에서 각자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편이 요구된다. 보고서의 부제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빛나는’ 사회란,
개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노동방식이 공존하고, 이를
각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산업과 기술변화 측면에서 1980년대부터 주된 부가가치의 창출은 이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갔다. 특히 오늘날 ‘서비스’와 ‘어플리케
이션’과 같은 기술적 대응력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은 시장 혁신의 근
원이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스로 정
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구현
할 수 있다면 나이나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두 개의 지역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
째번째, 도쿠시마의 카미카츠 현은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산업 부흥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카미카츠 현은 거주민이
2,000명이 채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도시로, 고령자 비율은 약 50%에 달한
다. 이 도시는 지역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많은 실
패와 착오를 거쳐 이른바 ‘잎사귀 사업’을 안착시켰다. 그 중에는 연간소
득이 1,000만 엔에 달하는 할머니도 있다. 이 할머니는 컴퓨터와 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하여 전국 시장을 분석하고 수요에 맞는 잎을 조사하여 이
를 전국각지로 배달시킨다.
두 번째, 가고시마 현의 미시마 마을은 다케시마, 이오지마, 쿠로시마의
3개 섬으로 구성된 곳이다. 인구는 약 400명, 초․중학생은 약 60명으로
고등학교조차 없는 작은 마을이다. 그렇지만 이 마을은 젬베 하나로 글로
벌적 입지를 구축했다. 기니공화국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젬베를 가르치고 매년 콘서트를 여는 등, 지역음악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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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변화에 기반
한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물리적인 시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수의 팀작업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2035년까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간 수준에서, 이같이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을
해체하고 근로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며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혁을
이끄리라 전망된다. 이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감소를 심각하게 겪고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에도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IT산업뿐만 아니라 농
업, 임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 AI를 도입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성과수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혜
택과 이익으로 공유될 수 있다. 디지털기술에 힘입어 작업장에서의 물리
적 제한이 사라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용노동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다. 2035년에 대한 전망
2035년을 조망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일본사회에서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 있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다. 2035년까
지 고령화 비율은 약 33.4%로, 현재의 26.7%에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 하에 향후 남성 정규직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던
노동시장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들을 적극 유입시킬 필
요가 있다. 의료 및 복지 부문에서 특히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최
첨단 기술의 서비스 구현이 주목받고 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기술혁신에 대한 전망과 관련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주요한 기술혁신으로는 작업속도 증진 및 통신 기술의 변화, 생체학적
센서 개발, VR(가상현실)과 AR.MR 등의 구현, 모바일 기술 증대,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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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AI)의 활용 등이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물류이동 생산성 향상과 이동
통신의 발전, 의료 및 보건 그리고 게임산업의 발전, 원격근무방식의 활
성화,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응용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술혁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AI의 발달이다. AI와 인간노동과 조화시키고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2035년을 전망하면서 향후 일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게 될 특징적 변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으로 인한 근무방식의 변화이다. 같은 공
간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전통적인 근무방식은 통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해체되어가고 있다. 원격근로와 같이 떨어진 공간
에서도 충분히 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작업하지 않더라도
작업기록을 네트워크에 남기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장에서처럼 여전히 작업현장에서의 근로가 중요
한 직업들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작업의 대부분은 2035년까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변화의 핵심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할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춰 근무
방식을 유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이는 불필요
한 장시간 근무를 줄이게 될 것이며, 단순히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
급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보다 높은 성취감이다. 각 개인은 자율적인 노동을 통해 보다 높
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일’에 관한 개념과 정의자체가 바뀌게 될 것
이며 독립적인 개인들은 스스로의 역량구현과 자기계발을 통해 자기주도
적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세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셋째, 노동의 자율성 증대에 따른 기업조직의 변화다. 기술혁신은 각 근
로자가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업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다양
한 근무방식을 주도해 가야 하고, 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시공간을 공유했던 전통적인 근무방식에서는 기
업조직이 각 개인들에게 강력한 귀속감을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노동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조직의 구성 또한 가변적이고 유연한 성격
으로 변모하리라 예측된다. 오늘날의 업무들은 종신적인 업무보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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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별로 진행된다. 유연한 근로자의 경우 프로젝트마다 소속기업을 달
리한다. 그 결과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앞으로 기업이
공개적으로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음을 뜻한다. 소속기간이나 고용계약 등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
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고용노동체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또 각 개인의 능력
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용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한다.
넷째, 근무방식에 대한 선택권 증진이다. 프로젝트별로 조직을 꾸리는
방식 하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한
회사의 단일 프로젝트에만 참여할 수도 있지만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들
에 동시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무방식의 변화는 결국 고용주와
근로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그러면서 비영리단체나 자기실현을 목
표로 하는 단체 등 비상업적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 근무방식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변
화, 글로벌화하는 지역사회, 육아 및 보육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성, 인종, 국적, 나이, LGBT, 장애에서의 차별 해소 등이 이 보고서가
2035년을 조망하며 예견하는 주요한 특징적 변화들이다.
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제언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제시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제
언점은 요컨대 i)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창출, ii)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질서의 구축, iii)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걸맞는 미래 공
동체의 구성, iv)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할 수 있
는 환경조성, v) 근로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의 개방구조
확립, vi) 일하는 방식과 사회적 안전을 동시에 변혁 및 제고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개혁, 그리고 vii)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및 이행 등이다.
보고서는 ‘기술혁신’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립적인
변화라고 본다. 기술혁신은 그 자체로 중대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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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모습은 탐욕적으
로도, 조화롭게도 변모할 수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기
술 혁신은 인간노동에 대한 파괴적인 위협으로만 간주될 것이 아니라 시
간, 공간,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 등에서 오는 차별의 ‘벽’을 없애고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여겨져야 한다. 즉, 기술
변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과 이익을 분배하고, 기업조직에 대
한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노동정책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
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한 사람 한사람의 빛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
해서는 도전과 실패를 거쳐 새롭게 거듭나는 부단한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의 고용노동체제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근무방식의 해체로 인해 개인들의 독립적인 능
력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개인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자본의 다
양성을 제고하는 교육시스템의 확립 그리고 이를 통해 기술발달을 기반
으로 한 생산능력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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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프랑스의 ‘메틀링 보고서(Mettling Report)’
프랑스에서는 2015년 고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이에 프랑스 통신업체 오랑쥬
(Orange) 텔레콤의 인사책임자 브루노 메틀링(Bruno Mettling)은 2015년
10월 디지털 변화와 일을 주제로 이른바 ‘메틀링 보고서’를 집필해 제출
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관하여 폭넓
은 진단과 다양한 권고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여기에서는
메틀링 보고서가 분석하는 디지털화의 영향점과 주요 메시지 및 권고사
항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다.

1. 디지털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가. 영 향
우선 보고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주요 영향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각
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디지털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 도구들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 외 수많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의 등장은 새로운 사고를 가능케 하며,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
면서 현재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나 고객응대시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도구들은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보통신의 과부하로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에 사용의 기준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ii) 디지털화가 직무와 역량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이다. 새
로운 디지털 도구와 그로 말미암은 작업방식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쳐서, 이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습득이
중요해졌으며, 그 결과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거나 반대로 기존 직
종이 사라지기도 한다. 디지털 변화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ii) 디지털화로 인하여 근무 환경이 변하고 있는 점이다. 근로자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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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율성이 증진됨과 동시에 책임도 무거워져서 그에 대한 상당
한 제약이 주어진다. 그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작업능력의 측정과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iv) 디지털화는 노동조합에도 영향을 끼쳐서 기존의 노동자 조직방식
과 상충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원격근
로와 같은 새로운 노동유형 같은 경우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시
키고 있다. 반면, 디지털화가 노동조직의 수평적 변화를 위한 새로
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산업들은 대개 보다 유연적인 조
직문화를 띠고 있으며, 프로젝트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혁신을
전파하는데 있어 효율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잦은 보고와 통제
중심의 경영문화에서 벗어나 보다 협업적이고 참여적 방식에 기반
한 새로운 전문협업 방식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근로환경도 보다
개방적이고, 근로자 중심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질
수 있다.
(v) 디지털화가 경영관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점이다. 경영관리의 목표
는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방향설정, 결과 그리고 과정에 있어
서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인적자원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특
히 디지털화에서는 프로젝트별 관리와 원격경영 그리고 공동체의
친밀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vi)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노동이 출현하는 양상에 대한 주목이다. 이
는 디지털 변화에 의한 고용체제의 변동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며, 기존 기업과의 융화에 있어서 까다로운 접근을 요한다.
유연성과 적응성이 강조되는 디지털 경제의 비지니스 모델은 비임
금 노동자의 성장에 기반한다. 비임금 근로자들의 디지털 노동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계약을 맺는 프리랜서
의 경우 2014년 각국의 서비스 부문별로 보았을 때, 네덜란드에서
18%, 독일에서 11%, 프랑스에서 7%를 차지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임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화, 그리고 공정한
경쟁 및 핵심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원칙들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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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응방향
디지털화의 영향들을 고려하여 메틀링보고서는 다섯 개의 주요 메시지
를 정책과제로 도출한다. 첫째, 시급한 진단이 필요하다. 기술확산에 대해
서 국가, 지역 및 기업 수준에서 긴급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차
원에서 각기 상이한 조건들에 맞추어 지사와 기업수준에 적용이 필요하
다. 전문가 차원에서 논의되는 입법 조항들은 국가적 토론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다.
둘째, 적응에 있어서는 순진함도 보수주의도 안 된다. 노동법이 디지털
시대의 조화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은 다소 순
진할 수 있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야기된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규칙을 부분적으로 조율하거나 심지어 강
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노동법의 핵심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디지털 전환 내에 국한지어 사고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법적 적용에 있어 제한적이면서 필수적인 부분들의 변경을 도모
해야 한다. 근무시간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는 정규직 계약과 관련되어 있
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법인세 면제를 통해 디지털 도구의 수준에 따라 혜택을
차등해 부여하던 것을 폐지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부문/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특히 기술교육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보급 및 교육계발 도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다섯째, 작업 보건 정책 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나친 업무 강화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켜지지 못하는 삶은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치유보다 예방이다. 작업보건환경을 개선하여 과중한 업무
시간을 제한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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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
메틀링 보고서는 디지털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를 진단한다. 핵
심적으로 디지털 변화는 노동시간, 노동장소, 종속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근무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증진, 종속관계와 통제성의 변화라는 측
면에서 최근 증가하는 원격근로는 디지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이다. 메틀링 보고서는 이같은 원격근로 형태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국
가 및 기업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정책들을 논한다.
가. 원거리 노동방식 전반
원거리 노동방식(modalités de travail à distance)의 유형은 매우 다양
할 수 있다. 그것은 재택근무, 지역근무, 원격 위성사무실, 노마드, 탤레메
니저 등이다.
첫째,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자가재택근무, 고용주가 제공한 근무장소에
서의 교대 작업, 그 외 상황에 따른 각기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또
다른 유형으로 위기 시나 비정기적으로 작업하는 간헐적 원격근무도 있
을 수 있다.
둘째, 지역 근무는 집에서 가까운 센터에서 일하면서 다른 원격작업자
들과 협업하는 방식이다. 이때 고용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셋째,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위성 사무실로 원격근무센터, 도시 근처
의 원격근무센터, 자영업자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장소 등이 가능하다.
넷째, 노마드, 즉 돌아다니며 업무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원거리 노동
방식이다. 모바일 업무는 특히 잦은 이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고객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영업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텔레매니저는 기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장소의 원거리 업무들
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러한 원격관리는 현장의 작업공간에 상근으로 관
리업무를 맡은 직원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격근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고용정책적 변화도 필요하
다. 프랑스에서 원격근로자의 48%는 일주일에 1-4일을 근무하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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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15%만이 전일제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격근로는 삶의
질과 생산성의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포한다. 최근 원격근로
자는 2006년 전체 고용률대비 8%에서 2012년 16.7%로 증가하는 등 급격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원격근로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의 개별적 조치를 넘어 원격근로에 대한 원칙
적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와 고용주 간 합의점을 찾
고, 복잡한 법적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재택근무
오베르고(Obergo)가 수행한 ‘재택근무 현황조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선
호도가 높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중 95%는 재택근무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61%는 근로시간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고 답했다. 또 주당 근무일을 정할 때 보다 유연한 방식을 선호한다는 답
변이 많았다.
재택근무(télétravail)에 관해서는 2005년 7월 국가 직업간 협의와 2012
년 3월 22일 노동법(Labor Code)에서 규정된 바 있다. 2012년 노동법은
웹 2.0(Web 2.0)과 클라우드(Cloud)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적
용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재택근무에서 문제시되는 노동의 종속
성에 관한 쟁점이나 노동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자영업자나 프리
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그 안에 다루지 못하고 있다. 2005년 7월 국
가 직업간 협의를 오늘날 기술변화에 걸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 이전에 각 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사항 몇 가
지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조직 내 재택근무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
정기적인 출근일을 정하여 재택근무자에게 집단적 동류감을 부여하고 이
들의 고립감을 완화시키는 것, 원격근무시 팀 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택근무자에 대한 고용법적 문제가 남는다. 재택근무
자는 일반 임금노동자와 달리,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에 근거한 산업재해, 근무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재택근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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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이 합의한 필수업무일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고용주
가 진다는 책임추정의 원칙을 2005년에 간접적으로 도입하였다. 더불어
유연한 임금근로유형을 포함하여 재택근무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인 정의
를 다음과 같이 내리기도 했다.
“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체 외부에서 피고용인이 필
요노무를 제공하기로 고용인과 합의한 고용계약의 형태이다. 그것은 오늘
날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출현한 다양한 형태의 재택근무를 망라한다.
그 범주 안에는 유연하고 자유럽게 근무장소를 이동하는 ‘노마드적’ 임금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사업체 외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근
무자를 재택근무자로 규정할 수 없다. 재택근무는 반드시 사업체 외부에서
근로를 수행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업체 내/외부에서 교대적으로
근무하는 유형, 사업체 밖에서 근무하는 유형 모두를 포함한다.”

다. 노마디즘
노마디즘(nomadism)은 업무의 시간과 공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격근무(travail à distance)의 한 유형이나 재택근무(télétravail)와
는 구별이 된다. 노마드는 사업체 내에 지정된 별도의 업무공간이 없으며,
주로 상업부문에서 고객친화적 대응업무를 담당한다. 노마드는 재택근무
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이동빈도가 잦다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동시 재해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책임추정을 규정하는 법적 규정이 별
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프랑스계 은행 비엔피 파리바
(BNP Paribas)는 2013년 ‘노마드즘에 관한 협약’65)을 체결하여, 그들의
특수재해 및 사회적 위험에 관한 예방책 등을 확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
메틀링 보고서가 원격근로자와 노마디즘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
는 것은 영국의 테일러 리뷰가 독립계약자, 림브비 워커(limb(b) worker)66)
65) ACCORD COLLECTIF D’ETABLISSEMENT SUR LE NOMADISME,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gps.teletravail.free.fr/BDDaccords/2013%20Accords%20TW/2013-09-17ac
cord%20nomadisme%20BNP%202013.pdf
66) 노무제공자(worker)의 범주 중 근로자(employee)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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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주목하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구체적 대상은 다르지
만, 이들 모두 오늘날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유연화된 고용형태의 일환으
로 등장했으며, 그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관계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메틀링 보고서는 이같은 고용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원격근로, 재택근무
의 개념범주를 확장하고 노동법의 동향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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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디지털화의 도전과 포용화의 과제

1. ‘포용적 디지털화’로의 경향성
인류의 경제활동은 언제나 신기술을 요구해 왔고 그것을 향한 집착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훨씬 강화되었다. 시장경제는 기술혁신을 갈망
해 왔고, 그 결과 언제나 인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
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활
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이 노동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절로 보장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개입과 그
러한 수단의 진화를 계속해서 일궈 왔다. 시장의 문제를 기술을 통해 해
결하면서 경제혁신의 길이 개척된다면, 그것의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하
기 위한 또 다른 정책과 제도의 고안은 사회혁신의 길을 변증법적으로 확
장시킨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양자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하느냐에 있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도전이 점차 커지고 전면화되어 가는 가운데 사
회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또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일터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 즉 노동의 성격과 구조의 변화는 근본적이고 핵

172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심적이다. 이러한 보편적 현상과 도전을 목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노동계, 산업 및 비즈니스계의 리더들은 변동의 핵심을 짚고 타당한 공공
정책(public policy)의 새로운 형성가능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실천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만큼, 종래의 고용, 노동보호 및 권리추구 방식상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
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발전과 노동의 가치저하, 일자리의 소멸 등
의 문제는 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
떠한 ‘정치’가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새로
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적용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노동정치’가 누구
의 주도하에 어떠한 식으로 기획되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도입하여 필요한 개혁의 길을 개척해 가느냐가 향후 우리의 기술, 노동,
그리고 일자리의 운명을 궁극에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명명한 ‘포용화’의 정치적 필요성 증대와 ‘디지털화’의 도전
이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
임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세계적인 보편규
범을 창출해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별로 자신들의 독특한 특성들
을 표출해 내고 있다. 그것들은 보편적으로 ‘포용적 디지털화(inclusive
digitalization)’이라고 본고에서 명명한 새로운 정책적 흐름들을 궁극에
형성해 내고 있다.
‘포용화’와 ‘디지털화’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또 지향하는 핵심
적인 정책요소들이다. 이는 공히 지난 30년간 세계를 풍미한 신자유주의
적인 정책지향에 대한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포
용적 성장’과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향을 그 내에 함유하고 있
기도 하다. 비록 그것을 ‘포용적 디지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말이다.
일견 포용화라고 하는 경제정책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양질의 일
자리를 강조하는 흐름과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론 내지 고용안
정성 해체불가피론 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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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양자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정교하게 발전해
있지는 않다. ILO 등에서 ‘일의 미래(future of work)’를 놓고 일자리 질
서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고, 이는 여러 나라들에
서 일정하게 수용되고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ILO 스스로도 아직까지 디지털시대의 일자리 질서의 포용성이 어떻게 유
지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경제의 전면적 디지털화가 도래함에 강한 주목
을 하기 이전부터 강조된 포스트 신자유주의적(post-neo-liberalist) 패러
다임으로서의 포용성과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관해서 깊게 논구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포용적 성장론 계열에 존재하는 정책처방들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나 포용적 노동시장의 형성, 그리고 격차해소 등의 정책처
방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의 거시경제론적 순기능성을 역설하지만,
정작 그러한 전환을 추동할 노사관계론적 접근은 온전히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새로운 포용, 이중화(dualization)의 극복을 지향하는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에 더해서, 미래에 디지털화가 전면적으로 전개된
산업질서 하에서의 노동시장에 조응하도록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노사관계 행위자들의 역동적 역
할에 대해 어떠한 경로를 설정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명확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4차산업혁명론은 주로 고용의 감소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고용정책적 상상이 지배적이지만, 실상 노사관계가 그
것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해 들어가면서 그러한 변동의 부작용을 제어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전환의 정치를 기존의 노동조합이 추진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
하며 그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하기에 국가의 새로운 역할(new role of state)이 그나마 새로운 기회
와 가치를 동반한 균형 있는 재구조화의 주된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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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실천들로부터의 시사점
여전히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보편적
지향은 국가별로 자신들의 제도적 및 상황적 맥락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치 자본주의 다양성론(VoC)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조율시
장경제를 이념형적으로 구별했듯이, 포용적 디지털화의 ‘미국적 길’과 ‘독
일적 길’은 상호 대조적이다.
현상적으로 그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노사관계의 구조가 어떠한 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느냐는 포용화를
이해할 때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양태를 파악할 때나 공히 중요한 판단
요소다. 나아가 그 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도 의미심장하다. 예컨대, 디지털화의 두 가지 경향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경우는 인공지능(AI)을 위시한 스마트화나 무인화 등의 경향과
관련이 깊고, 서비스업의 경우 그것은 플랫폼화와 직결되어 있다.67) 물론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결합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다 침투해 들어
가 새로운 산업기반을 형성해 들어가며 양자의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
는 것도 충분히 개연성을 갖는다. 당연히 그러한 양상도 국가별로 어떠한
산업기반과 어떠한 전략적 선택 그리고 이해조정의 정치가 전개되어지느
냐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
응을 앞서와 같이 살펴보고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
동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은 ① 고용안정의 영역, ② 적정임
금지급의 문제 등 근로조건의 영역, ③ 노동조합의 조직과 단결권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④ 사회보험이나 그밖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영역으로 구분해 놓
고 해결방안을 각각 고민해야 한다. 각각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은 달리 규
정된다. 모든 영역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호대상의 정의를 설정하
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67)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길과 독일의 길은 일정하게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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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도적 보호대상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적종속관계 여부가 보호
대상을 구별해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 것은 노동법이 임금노동자를 보호
해 주어야 할 취약한 집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종속관
계에 있는 취업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간주해야할 필요성은 점점 더 분
명해지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는 노동계급와 총자본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
이므로 보호의 경계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디지털경제 시대 노동시장
에서는 임금노동자와 독립노동자, 그 외 자영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이 매우 어렵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라면 그 세 범주들 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
능하다. 그 일환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능력개발의 기회를 모든 이에게 고
르게 부여하기 위해 일종의 ‘사회가 제공하는 유산’으로서 ‘기본자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혁신의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플랫폼노동이 독립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굳건하지 않다. 드론과 자율주행
차가 우버와 배달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인터넷 세상이
정보의 민주적 공유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극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점시대가 되고 말았지만, 웹기반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분권
화된 네트워크 위에서라면 플랫폼 노동도 지금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이든 사회보장제도이든 모든 보호제도는 불
확실한 노동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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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적 과제

1. 정책접근의 혁신을 위하여
2010년대 초중반 박근혜 정부가 표방했던 이른바 ‘창조경제’는 새로운
시대적인 필요와 흐름에 부응하는 식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전
환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청년 고용의 악화, 한진해운 등 기업의 도산, 삼성전자 등의 해외
이전, 그리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 등 같은 시기에 전개된 또 다른
모습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적 수단들이 제
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그 사회적 효과를 제대로 가름하기 어려운 미
궁으로 빠져들었다. 정권이 중간에 붕괴하는 가운데 뒤늦게 2017년 초에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관료들과 전문가들 위주로 발족
시켰으나 상황은 이미 늦었을뿐더러, 그 조차 정부주도, 산업중심, 대기업
과 성장중심의 과거 마인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노조를
비롯한 여타 사회적 주체들은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
작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창조경제와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등은 사실 매우 비창조적 소통방
식을 보였다. 어쩌면 1970년대 마인드로 2010년대를 만들어 가려했던 것
이 아닌가 싶다. 창조경제 사업을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고 기업들은 마지못해 순응하는 모양새를 띄었다. 무엇보다 거기에
서 노동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
하였다. 일자리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표피적으로 고용률 70%를 역설했
으나 실상은 일자리의 질 저하를 유발했고, 노동개혁은 파국으로 종료되
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노동개혁은 모두 박정희 시대 한국의 발
전국가 모델의 소통방식과 유사했다. 그것은 국가적 아젠다의 진화가 광
범위한 사회적 소통을 매개로 이루어진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의 정책아
젠다 설정과 운용의 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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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구축할 정책패러다임이 어떤 것인
지 명확히 서 있지 않으나, 적어도 그 이전까지 강건해 보였던 신자유주
의적 경향의 약화와 균열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것은 일종의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t)’ 패러다임의 하나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1987년 노동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
동체제의 비전 역시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사고되어져야
한다. 필자가 앞서 ‘포용화’로 칭하고자 한 정책적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포용화를 통해 이루어질 ‘포스트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내지 ‘포스트 87
년 노동체제’를 ‘포용적 노동체제’로 칭한다면, 그것은 87년 노동체제에서
구조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노
동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이는 현 정부가 즐
겨 구사하는 정책적 수사인 ‘노동존중사회’와 대동소이한 성격을 지닌다
고 볼 수 있다.
시기상으로 그것은 노동을 매개로 해서 전개되는 불평등의 해소에 주
안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디지털화의 도전 앞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
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말하자면 포용적 노동체제 실현의
과제는 이제 디지털화의 도전이라는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자신의 실현경로를 찾아 내야 한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마리 토끼도 이 두 가지 과제를 핵심으로 칭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한국식의 ‘포용적 디지털화‘를 구현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가 전면화되는 시대에서도 산업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는 원론적으로 노동하는 이들의 노동기회와 사
회적 시민권, 즉 평생 일과 쉼의 균형 속에서 적당하게 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어떻게 가꾸어 낼 것인가
의 문제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반성과 성찰의 문제의식을 담아 한국에서 향후 구축되어야
할 고용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크게 세가지
굵은 정책과제의 실현을 요한다. 첫째는 ‘과거처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이고 둘째는 ‘미완의 경제민주주의 진작’이며, 끝으로 셋
째는 ‘인간적인 디지털화의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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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적으로 이미 초래된 양극화의 구조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는 작업
이 주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회연대적인 소통의 틀을 마련하고 실천
을 확산시키는 일, 정부가 보다 폭넓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간다
운 삶의 구현을 위한 정책기조를 이어가는 일, 그것을 위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해소를 위한 제반 조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제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 3대 노동개혁안에 천착하여 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걸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시도들이 정부주도성만으로는 한계를 갖고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대립의 과제
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의 모색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87년 노동체제 하에서 진행되다가 만 민주화를 보다 완성시
키고 확장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경
제-산업민주주의의 확대강화에 있다. 이는 특히 종래의 미조직 노동자들
의 이해대변 기회의 강화를 핵심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매개로 첫 번째
과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개혁을 총체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해대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중심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준노조적 이해대변 방
식의 개발도 동시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수준에서는 노사협의회
를 극복한 종업운평의회의 도입이나 그것을 통한 공동결정의 관행의 확
대를 생각할 수 있고, 초기업수준에서는 - 지역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 노
동조합의 협의역량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노동단체들의 그것도 강화시
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초래할 수 있
는 고용해체와 사회적 시민권의 재추락 가능성을 막고, 소통적 혁신의 새
로운 사회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경주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사실상
첫번째 과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화가 신자
유주의의 부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동배제적이
고 포용성 약화적인 디지털화의 경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
나 타협의 틀거리를 적극적으로 고안해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미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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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고민해 가야 할 것이며, 특히 주요 업
종별로 이에 대한 관심을 특화시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종합화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기획해야 한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를 감당하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대화 3.0’
이라고 칭한다면, 첫 번째와 세번째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대화 4.0’이라고 칭할 수 있다.68) 말하자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는 사회적 대화3.0과 4.0의 목표와 기능적 지향점
이 복합적으로 담겨진 ‘노동이 존중되는 포용적 노동체제, 나아가 ’포용적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적 소통의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대화 역시 이러
한 방향성과 비전을 핵심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일단은 사회적 대화 3.0
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으나,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후자의 맹아적
실천들도 동시에 장려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과거 한국의 사
회적 대화체제는 궁극에 노동체제가 신자유주의화로 경도되는 것에 의도
적, 비의도적으로 기여하고 말았으며, 그 시절 시도되었던 코포라티즘의
정치적 교환은 그러한 한계를 담고 말았다. 향후 그것을 극복하고 구현되
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격을 지
니는 코포라티즘이어야 한다.69)

2. 향후 연구과제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큰 명제 하에서 현실의 변
68) 이는 독일의 노동3.0과 노동4.0 논의를 차용한 것이다. 노동3.0의 경우 사회적 시
장경제나 공동결정제 등 독일이 1970년대 이후 구축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
의 질서 하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노동4.0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탈경계화된 노동, 유연해진 노동 하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안전과 보호의
방식, 참여의 방식 등을 고려해서 노동3.0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면 된다.
69) 필자는 이를 ‘포용적 코포라티즘(inclusive corporatism)’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는 노동의 입장에서는 만회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새로운 균형과
불평등체제의 해소를 지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
본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방어적 성격의 사회적 대화가 되어질 것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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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관찰하며, ‘포용적 디지털’화라고 하는 개념화를 시도한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지지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포용성’ 따로,
‘디지털화’ 따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적극적인 결합의 필
요성을 역설하고 그 근거로 이론적 논지, 국제규범, 그리고 여러 국가별
사례들을 통해 양자의 결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우리의 실정을 깊게 고려하며 가야 함을 강조한 것은 이후
새로운 고용노동정책패러다임을 설정해 감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닐 것
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 디지털화
와 과련해서는 아직까지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화 역시 국가별로 그것의 방
식과 깊이에 있어서 큰 편차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양자를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방안들과 그 효과를 가름하기엔 아직 시간이 좀 이른 것이 사실
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엄밀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현시기에 필요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문헌들 위주의 파일럿
스타디(pilot study)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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