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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
오진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릉부릉.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나는 소리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는 어쩌면 내연기관 자동차 고유의 소리를 모르고 살거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이
라는 유물을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갈지도 모른다. 도로에 하루하루 늘어나는 전기차와 주차
장에 빼곡히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보고 있으면, 앞선 예상이 곧 현실이 될 것 같다.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을 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가 우리의 이동을 책임질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
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자동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 공급 문제로 출고 적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다. 독일의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는 올해 새
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거나 기존 모델의 신규 트림을 추가할 예정이고, 현대자동차와 기
아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1) 발 빠른 전기차로의 전환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자동차 구매라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이해관계자에게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 부품 중 약 37%는 전기차에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

1) 매일경제,「 하반기 출시 기대작 … “현대차 아이오닉6(35.2%), 기아 EV6 GT(24.8%)」, 2022.6.16.

>>

_3

로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따른 전장화·디지털화와 관련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소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변화 유형에 맞춰 미래를 준비
해야 한다.2)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82%가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공감했고, 2030년 또는 그 이전 판
매 금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64%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고용
불안 위기를 느끼는 완성차업체 노동자마저도 탄소중립을 위해 전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
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3)
그동안 자동차 산업 변화와 노동전환의 해외 사례로 미국과 독일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
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일례로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3월호에서 “기술진보와 자
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국·독일·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
았고,4) 여러 매체에서도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5) 테슬라를 필두
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그동안 쌓아둔 브랜드 명성을 이용해 발 빠르게 고급 전
기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독일에 집중하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주요 자동차
제조국인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경우는 대중매체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국내 소비자의 인
식에서도 멀어져 이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수입차 판매량을 살펴보
면,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는 판매량 최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DS와 이탈리아의 피아트·마세라티·페라리·람보르기니는 판매량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6) 더 나아가 북경은상이나 동풍소콘 펜곤과 같은 중국 브랜드가 국내에서 판

2) 이상호(2022),「 자동차 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노동N이슈』, 제202202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 하바라·오민규(2021),『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4) 한국노동연구원(2021),「 기획특집: 기술진보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5) 월간노동법률,「 미래차로 향하는 자동차 산업 …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2022.11.1.
6) 한국수입자동차협회(2022),「 통계센터」, https://www.kaida.co.kr/.

4_

2022년 6월호 <<

매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국가별로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곳이 중국이라
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 변화와 그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자동차 산
업과 노동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특집이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익하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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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중국의 전기자동차 전환과
자동차 부문 고용
Luo Siqi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Government, Sun Yat-sen University)

신에너지 자동차(NEV)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7년 연속 최대 NEV 시장이면서 최대 자동차 생산 기지인 중국1)은 이러한 산업 변화에서 중
요한 위치에 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국의 대규모 국영 자동차 기업과 합작
투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국내의 기존 및 새로운 “강자들”도 일찍부터 발 빠르게
NEV 경쟁에 뛰어 들었다. NEV 연간 생산량과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여 2011년에는 그 수
가 8천 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300만 대를 넘어섰다. 반도체 칩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2021년의 코로나19 상황 등과 같은 현재의 대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31만 대 수출량 외
에도 352만 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초기에는 에너지 절감 차량 및 HEV 생산이 주를 이루
었으나 2011년부터는 전기자동차(EV)가 주력 상품이 되면서 전체 NEV에서 80%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2) EV가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전환과 그로 인한 고용상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중국 EV 부문의 정책 주도적 특징을 지적하거나 산업개
발 및 경제적 수익성에 중요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다.3) 하지만 고용 및
1) 新华社, ｢连续7年销量全球第一！我国新能源汽车"马力十足"」, 2022.1.12.
2) 人民日报, ｢截至2021年底全国新能源汽车保有量达784万辆」，2022.1.12.
3) MOB研究院(2021), ｢2021年中国新能源汽车行业洞察」，https://www.mob.com/ (2022.2.6); 恒大研
究院研(2020), ｢中国新能源汽车发展报告2020」，https://www.sohu.com/ (2021.6.9); 编辑部(2017),
｢中国汽车工程学术研究综述」,『 中国公路学报』, 30(6), pp.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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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다. 중국 남부의 파업 후 교섭과 같은 특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대다수의 중국 내 노동자들은 일부 집단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EV로의 전환은 조립업체 및 공급 체인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장 내 작업 공정, 기술 및 업무 내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직접 겪
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주목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 글에서는 가장 먼저 중국의 EV 정책 및 산업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전반적인 고
용 변화를 기술하고 비정상적인 인재 경쟁을 지적한다. 그다음으로 세 가지 유형의 EV 업체
들, 즉 기존의 유명 브랜드 합작회사, 국내 브랜드, 신흥 강자와 다양한 공급업체들의 고용조
건을 비교한다. 그리고 제한적인 노동정책과 한참 뒤처진 “노동 고도화”에 대해 논한다. 끝으
로 EV로의 전환은 국가의 지원이 강력하지만 계속 변화하는 국가 지원은 여러 자동차 제조업
체와 그 납품업체들의 상대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기존의 합작회사들이 계속 쇠락하고 공급업체들에서 새로 선출된
비교적 역량 있는 노조들에게 새로운 제약이 가해진다면, 노동기준은 더 악화되고 노동 세력
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글을 맺는다.

■ 중국의 EV 정책 및 산업 전환
많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하이난성 내 전면 판매 금지를 선포하는 등 전통적
인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계획을 세워왔다.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EV 개발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과 강도 높은 개입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업정보부, 재무부 등의 중앙 부처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여러 정책을
발표하였다.5) 특히 2009년부터 NEV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코너에서 추월”하거나 “비약적

4) Luo, S. and T. Yang( 2020 ), “ Moderated Mobilization : A New Model of Enterprise-Level
Collective Bargaining in South China”, The China Quarterly , 242, pp.418~439.
5) 조성재 및 S. Luo( 2021 ), 『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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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6) 각 단위의 정부 부처에서도 지역 차원의 규정을 채택
하였다. 종합하자면, 국가 제도와, 생산 측면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산업 관리”, 그리고 소비
및 시장 측면의 “재정 지원”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총 네 가지 유형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최고 수준의 NEV 디자인”은 8차 5개년 계획부터 현재의 14차 계획까지 지속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 목표다.7) 1990년대 이후로 중국의 정부는 주요 NEV 기술에 대한 전략적 과학 프
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들은 신연료, 전자제어, 구동장치, 배터리에 대
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소위 국가 차원의 하이테크 연구 체제인 “863 계
획”에 의해 2001년부터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은 중국 NEV의 “원년”이 되었다.

2016년에는 13차 계획에서 NEV 부문을 6대 전략성신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였다.8) 2021
년부터 시작된 14차 계획에서도 NEV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되
기 위한 주축임을 명시하였다. NEV 산업개발계획(2021~2035) 발표문은 서두에서 “NEV 개
발은 중국이 거대한 자동차 제조국에서 이 부문의 강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
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녹색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기도 하다.”9)라
고 밝히고 있다.
실행 방안 중 첫 번째 유형인 “기술 지원”은 주로 R&D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까지 확대
되어 적용된다. 국가 지원은 일련의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된다. “863 계획”을 시작으
로 하여 10차 5개년 계획(2001~2005)10) 기간에는 161건의 EV 연구 프로젝트에 20억 위안
이 지급되었고,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270건의 프로젝트에 75억 위안이 추가로 지급되
었으며 여기에는 432개의 국내 자동차 업체, 공급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의 R&D 종사자 1만

4,60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EV, 순수 EV라는 세 가지 유형의
NEV와, 3대 핵심 부품인 동력 전달 장치, 모터 드라이브, 제어 장치, 그리고 파워셀과 배터리
6) 科技日报,「 贾庆林：大力推动新能源汽车跨越式发展」, 2009.6.24.
7) 经济参考报,「 中国新能源汽车产业正在用“成绩单”说话」, 2021.8.13.
8) 人民日报，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http://www.hprc.org.cn/
(2022.4.6).
9) 国务院办公厅(2020)，
「 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年), 国办发,〔 2020〕39」，http://www.
gov.cn/ (2022.4.6).
10) 财政部，
「 关于印发《 国家高技术研究发展计划(863计划)管理办法》的通知--国科发计[2011]363号」，
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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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관리 시스템을 결합하는 기술 로드맵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이후부터 일부 국
영 자동차 업체들이 시제품 승용차 및 버스를 시범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11) 2010년에
이르러서는 1만 9천 대 이상의 중국 내 개발 EV 차량이 25개의 시범 도시에서 운행되었고,
국가 자동차 카탈로그에는 350개의 시판 가능한 NEV 모델이 등재되었다.12) 863 계획 외에
“973 계획”, “국가과학기술지원계획” 등도 수립되었는데, 이를 모두 “국가핵심연구개발 프
로그램”이라는 대규모 제도로 단일화하였다.13) 이 제도에 의해 2016년 상반기에만 1,172개
프로젝트에 178억 위안이 투자되었다. 주요 대상 분야 중 하나는 NEV로서, 수혜자는 주로
FAW, 상하이자동차, 광저우자동차, 동펑, 체리와 같은 국유 또는 국영 자동차 업체와 CATL,
Tgood, 징진 전기, 궈시안 등의 일부 민영 플래그십 기업들이다.14)
“재정 지원금”과 “상용화 촉진” 정책은 NEV의 사용 측면을 겨냥하고 있다. NEV 생산업체
에는 판매되는 NEV 한 대당 지원금을 감세 및 보조금을 통해 지급한다. EV와 HEV에 대한
한 대당 평균 지원금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4만 8천 위안과 3만 5천 위안이다. 초기 민간
시장이 부족했던 NEV는 주로 대중교통, 위생, 택시 및 기타 공무 등 공공 기능을 위해 사용
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5개 도시에 2만 7천 대의 에너지 절감 및 NEV 차량이 배
치되었다. 2015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차량의 2/3가 NEV였다.15) 하지만 이러한 우대 정책
에 크게 의존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이 한 예이다. 대규
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유난히 중소기업에서 위조 및 부정 행위가 많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신규 업체들이 시제품 차량을 생산하였지만 그중 대량생산되거나 실제로
판매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여러 도시에서 공공 차량을 100% NEV로 대
체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공공시장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재정 지원
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시장경쟁을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금은 2015년부

11) 科技部(2022)，
「 国家十五科技成就展：电动汽车专项」，http://www.most.gov.cn/ (2022.4.7).
12) 科技部(2012)，
「 十一五“863”计划节能与新能源汽车重大项目通过验收」，http://www.most.gov.cn/
(검색일 : 2022.4.7).
13) 新华社，
「 “973”“863”取消后科研怎么办？国家重点研发计划正式启动」, 2016.2.16.
14) 网易，
「 2017年国家重点研发计划47个重点专项国拨经费一览」，2018.1.19.
15) 王小峰&于志民(2016),「 中国新能源汽车的发展现状及趋势」,『 科技导报』, 34(17),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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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축소하여 2022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16) 특별 촉진 정책은 여전히 유지되어, 가
령 NEV는 구매, 등록 및 이동에 있어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를 유도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 촉진 정책이 처음 실시된 2015년 상반기의 경우 내연
기관 차량에 대해 구매 제한을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전체 NEV 민간 판매의 70% 이상을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문을 더욱 시장 지향적 방식으로 규제하기 위한 산업관리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
중 하나는 신설 기업과 신상품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2017년에 총 투자액이 사
상 최고치인 451억 위안에 이르자17) 중앙정부는 최저 주행 가능거리를 2017년의 100km
에서 2020년에는 300km로 높이는 등 기술 기준을 급격하게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
을 충족하는 차량만이 판매 및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배터리 충전 시설 설치와 중고 배터
리 재활용 등에 대한 규제도 도입되었다. 특히 중요한 정책으로 2018년부터 적용된 “듀얼포
인트” 시스템을 들 수 있다.18) 이에 따라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는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배기
가스 감소 의무를 지닌다. 각 자동차 업체에 대해 내연기관 차량 판매 1대당 마이너스 점수
를 부과하고 NEV 판매 시에는 플러스 점수를 부여한다. 이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
이 되어야만 중국 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NEV 차량 판매
를 통해 플러스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 유명 브랜드를 포함하여 내연기관 차
량을 생산하는 기존의 합작회사들의 경우 차량 판매가 늘수록 마이너스 점수가 높아지므로
악몽 같은 규제일 수밖에 없다. 2019년 중국 전체 144개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FAW-VW,
베이징 현대를 포함한 약 40%가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하였다.19) 점수를 매매하는 회색시장
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테슬라와 같은 EV 선두주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
었다.20)
16) 원래 이 계획은 2020년까지만 지속될 방안이었다. 中央人民政府网,「 关于2022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
财政补贴政策的通知--财建
〔 2021〕466号」, 2021.12.31.
17) 巨量算数 & 盖世汽车研究院 ( 2021 ),「 破晓立新百舸争流 —— 2021 中国新能源汽车市场洞察报告 」，
http://www.dzwww.com/ (2022.4.8).
18) 工业和信息化部网,「 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 2017.9.28.
19) 工业和信息化部(2020)，
「 2019年度中国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情况公告2020年
第31号」, https://www.miit.gov.cn/ (2022.4.9).
20) 中国汽车报，
「 “双面”双积分：积分更值钱，降耗压力更大」，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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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중국의 정책은 국가 주도하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에서 시장 주도적이고 표준
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공급업체와 같은
외국 기업들도 공급 체인에 진출할 수 있으며 심지어 테슬라와 같이 자체 소유의 조립공장을
중국에 설립할 수 있다.21) 이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부문은 앞서 기술한 기존의 국내 제조업
체, 국내 신흥업체 및 외국계 중국 내 합작업체의 세 가지 부류에 속하는 80개의 NEV 제조업
체들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 상하이자동차, 광저우자동차, 지리자동차, BYD는 국가 및 지방 정책 덕분에 전통적
인 자동차 제조업에서 “후진적” 지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BYD는 2019
년에 21만 8천 대의 EV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그 해 업계 생산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대다
수가 국영 자동차 그룹인 기타 국내 제조업체들은 주로 공공 용도, 택시, 호출 차량 판매 덕분
에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신흥 강자”는 새롭게 부상한 EV 전문 자동차 업체를 가리
키며, NIO, 샤오펑, 리 오토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년 전 3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던 시절
에 살아남은 기업으로서 지금은 테슬라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과 비교
하면, 이 중국 기업들의 EV는 세계적 브랜드와, 특히 전자부품 면에서 기술 및 기능적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중국 자동차 업체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때 전통
적 자동차 산업에서 선두주자 또는 주축이었으나, 이제는 중국 내에서 EV “후발 주자”로 밀
려났다. 대부분의 업체에게 듀얼포인트 제도가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가령, VW과 중국의 합
작업체는 매년 4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마이너스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되었고 이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2018년 이후부터 EV로의 전환을 단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전통적 공급 체인인 자동차 부품 부문에도 차질이 생
겼다. 3대 “전자” 시스템, 특히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되었다. EV 1대의 기본
가격에서 42%는 배터리, 10%는 모터, 19%는 차대(섀시), 18%는 타이어와 인테리어가 차지
한다.22) 엔진, 연료, 배기가스 박스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일부 기존 공급업체들은 손실을 보
는 반면에 새로운 “전자” 부품 공급업체들이 공급 체인에 합류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중
21) 中国日报网(2018)，
「 2018版外资准入负面清单发布取消新能源汽车外资股比限制」, https://baijiahao.
baidu.com/ (2022.4.9).
22) MOB研究院(2021), op.c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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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10만 개가 넘는 제조업체들이 1,500가지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13.8%는 모
터구동 시스템, 8.7%는 전자시스템, 29.8%는 차대, 1.8%(1,003개 업체)는 NEV 전문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다.23)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상당수가 전자부품에 특화되어 있지 않거나 자체
R&D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배터리나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구매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조립업체가 모든 기술의 63%를 통제하였
지만, EV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5%에 불과하다.24) 이 업체들과 공급업체의 관계도 수직적
에서 수평적 또는 “편평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외국 자본과 기술이
중국 시장에서 조립보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계를 지배하는 정도가 더 컸다. 2014년의 경
우 핵심 부품 및 부속 시장의 70% 이상을 여전히 외국계 기업 또는 합작업체가 차지하고 있
었고, 반면에 국내 공급업체는 전체 공급업체에서 그 비중이 80% 이상이었음에도 매출액 비
중은 20~25%에 불과하였다.25) EV로의 전환은 외국인의 지배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었
다. 이에 따라, CATL, BYD와 같은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 내 강자로 주목받았다.
EV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의 역할은 전통적 자동차 산업 시기에 비해 더 크다.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EV 매출액의 48.8%를 차지하였으며, 5개의
국내 신흥 강자들은 12.5%, 테슬라를 포함한 6개의 외국계 합작회사는 35.9%를 차지하였
다.26) 하지만 정책에 의한 우위가 사라지면서 모든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의

90%에서 오늘날 7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27)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 업체와
세계적 기업들의 기술적 차이도 물론 존재하지만, 민간 EV 시장이 여전히 작고, 공급 체인도
미성숙한 단계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3) 工业与信息化部(2018)，
「 中国汽车零部件产业发展研究」.
24) Nikkei Asia, “Shift to Electric Cars Speeds Restructuring of Parts Industry”, 2021.4.10.
25) 尚普咨询,「 2014-2018年中国汽车零配件行业市场调查研究报告」, 2014.8.28.
26) 恒大研究院(2020), op.cit .
27) MOB研究院(2021), op.c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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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고용과 “인재” 경쟁
중국에서 EV로의 전환은 업계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다양한 전략 및 경쟁력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전반적 고용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
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로서 조립업체와 공급 체인에서 나타난다. 이는 노동에 대
한 상당한 잠재적 여파를 의미한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중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직접 고용 인력은 거의 매년 증가하
였다(그림 1 참조). 중국 내 3차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2차 산업의 고용은 소폭 감소하
였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 노동자가 17.9%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이 시기에도 고용이 증가한 유일한 제조업이다.28)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광둥
성에서의 노동인구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였다.29) 더군다
나 자동차 산업은 철강, 고무, 유리, 전자 등의 업스트림 산업과 마케팅, 수리, 관광, 렌탈, 보험
등의 다운스트림 산업의 고용에도 막대한 흡인효과를 지닌다. 자동차 관련 총고용 수치는 항
상 중국 전체 노동력의 1/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무려 1/6에 이르렀다.30)
NEV 고용의 경우 2017년 취업자 수는 15만 9천 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수는 급속하게 증가
하여 2020년 6월에는 20만 1천 명에 달했다. 새로운 EV 생태계의 확산으로 더 많은 일자리
가 창출될 전망이다.31)
자동차 관련 노동력에서는 부품 및 부속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 일반적으로 60% 이상이 공
급업체에 고용된 이들로, 2007년에는 159만 명이었고 2014년에는 229만 명이었다. 중국의 자
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부품 시장도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두 배로 커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4조 위안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의 인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
노동자 수는 360만 명이 되었다.32) 2019년과 2020년의 고용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불안한
28) 国家统计局 ，
「 工业经济总量稳步增长 用工人数有所下降 —— 第四次全国经济普查系列报告之六 」，
2019.12.6.
29) 南方日报，
「 广东汽车工业创新驱动高质量发展」, 2019.10.1.
30) 工业和信息化部(2021),『 中国汽车产业发展年报』，p.64.
31) 中研普华产业研究院(2021),『 2021-2026年中国新能源汽车市场深度全景调研及投资前景分析报告』.
32) 中研普华研究报告(2020),『 2020-2025年中国汽车内外饰件行业竞争分析与发展趋势研究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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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자동차 산업의 총 노동력(1995~2018)
(단위 :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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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China Automotive Industry Yearbooks 2016,

2017, and 2018; 2016~2018년의 자료는 “국무원발전연구소(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의「 2019년 중국 자동차 산업 개발 보고 청서(Bluebook of China Automotive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9 )」에서 인용.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의 고용은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하였다.33)
흥미롭게도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다른 여러 국가들에 확산되어 있는 실업에 대한 우려와
는 달리 양적으로 증가세에 있지만,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그중 기
술자, 엔지니어, 특히 R&D 인력을 의미하는 EV 관련 “인재”의 부족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자동차 부문 전체 인력에서 엔지니어와 기술자의 비중은 1995년 8.5%에서

2015년 13.7%(49만 3천 명)로 증가하였고, R&D 인력은 2001년에 불과 4만 5천 명이었으
나 이후 33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인재”의 총공급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2019
년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55만 1천 명의 R&D 인력 중에서 5만 3,300명이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ICV) 관련 기술을 갖추고 있었으며, 2025년경에는 해당 인력이 3천~3만 7천 명 부족
할 것으로 추산된다.34)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인재들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의 전통적 자동차 기업들, 특히 공급업체들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
33)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1만 3,750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2019년 연간 누적 매출은 360억 위
안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0.3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34) 中国汽车工程学会，
「 智能网联汽车产业人才需求预测报告」，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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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령 2018년에는 평균 기술 투자율이 2%에 불과하였으며, 외국 기업들도 다수가 중국
내 R&D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국내 신흥 강자들과 테슬라는 일부 합작업체들의
신생 EV 사업부서들과 함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부상과 확장은 신
규 인력 채용이 그 주된 요인으로, 전통적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R&D 인력의 비중이 월등하
게 높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R&D 인력과 최고 경영진이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
는데, 주로 외국 기업 및 외국계 중국 합작업체들이 그 대상으로, 각각 27%와 63%를 기록하
였으며 약 10%는 국내 기업으로 이동한다. 또한 신흥 기업들은 인재 유입 및 유출 비율이 모
두 높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일부 “인재”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가 책정되는 현상
이 초래되기도 한다.
기타 유형의 노동자들은 그 수가 약간 감소하였다. 업체 총매출의 86%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자동차 그룹에 대한 2020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이 기업들의 총생산량과 수입뿐만 아
니라 인력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5) R&D 및 영업 직원은 안정적인 반면에, 두 가지
유형의 노동자들로 전체 인력 중 약 10.5%가 퇴사하였는데 하나는 인턴, 파견직 등과 같은
비핵심 업무 노동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화 및 기타 기술에 밀려난 일부 현업 종사자들이
다. 이에 따라 위 기업들의 관리 및 기술직 외 고용은 2016~2019년의 약 51%에서 2020년

49.9%로 감소하였다. 향후에는 R&D 인력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외국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빅데이터, 지능형 연결 전문
“인재”는 서서히 증가할 수 있으나, 기계 및 기타 전통적 전문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조립업체 및 공급업체의 노동 변화
EV로의 전환에는 잠재적 노동 위험요인도 따른다. 우선적으로 산업의 노동 관행이 훨씬 더
다변화되면서 전반적인 노동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생산 체제”36)로 분류되어
35) 中国汽车报(2021)，
「 人才那些事儿--震荡调整，去年汽车人才总量变少了？」, 2021.9.13.
36) Luethje, B., S. Luo, and H. Zhang(2013), “Beyond the Iron Rice Bowl - Regimes of Produc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in Chin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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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국 내 자동차 기업들은 임금, 상여금 및 복지급여, 시간 외 노동,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오너십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최상의 노동기준을 갖춘 기업들은 유럽계, 일본계 및
미국계 중국 내 합작업체들로서 매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EV 판매
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독일계 및 일본계 합작 조립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
기업들의 총고용은 2021년까지 꾸준하게 또는 소폭 증가하였다.37) 이 기업들의 공장 노동자
들은 평균 연령이 26~28세로 젊고 대부분이 전문대학 이상을 수료하여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다. 이들은 안정적 일자리에 양호한 보수와 높은 연간 상여금을 보장받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기 운전자에서 기술자 또는 상급 기술자로 단계적으로 진급할 수 있다. 노조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산업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
한다.38) EV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업 노동자들은 EV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전에 이에 필요한
고전압 안전 및 기타 전자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지만 조립업무 자체는 더 쉬워질 것이
다.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에게는 지능형 연결, 자율주행 등과 같은 EV 관련 교육이 더 많이 제
공된다. 하지만 전통적 시장의 최대 기업들인 이 합작업체들은 EV 시장에서 8%에 불과한 점
유율로 고전하고 있다.39) 가령 유럽에서 인기 높은 EV 모델인 FAW-VW의 id4는 2021년 상
반기 판매대수가 겨우 3천 대로, 판매순위 39위에 그쳤다. GAC-토요타의 EV 모델들도 마찬
가지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40)
BYD와 같은 국내 제조업체와 NIO 등 신흥 강자들은 대부분 생산역량을 확충하거나 EV 공
장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2번
째로 큰 규모의 자동차 업체이면서 초기 NEV 주자이고 배터리 생산 선두업체인 BYD는 저임
금, 장시간 업무, 높은 이직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노동관행을 보여준다. 이 기업의
NEV 공장은 노동 및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연이어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41) BYD
37) 조성재 및 S. Luo(2021), op.cit .
38) 一汽大众(2020)，
「 2018/2019可持续发展报告」，http://www.faw-vw.com/html/pdf/2018-2019
一汽-大众可持续发展报告(中文版).pdf; 广汽丰田汽车有限公司，
「 2020年企业社会责任报告」，http://
about.gac-toyota.com.cn/visit/newweb/csr/csr_2020/mobile/index.html (2022.4.9).
39) 巨量算数&盖世汽车研究院(2021)
40) 汽车销量数据库(2021)，
「 2021年1-6月电动车销量」，http://xl.16888.com/ (2022.1.3).
41) BYD의 NEV 공장은 2011년과 2022년에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Financial
Times, “Buffett-Backed BYD’s Shares Drop After Launch of Pollution Probe”,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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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샤 NEV 공장에서는 2022년 4월에 3명의 젊은 남성과 1명의 여성 등 3건의 자살 시도
로 2명이 사망하였고, 노동자 1명은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33건의 노사
분규가 보고되었다.42) 신흥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막대한 자금
을 투입하는 “화폐연소” 개발 모델로 인해 이 부류의 3대 기업인 NIO, 샤오펑, 리 오토를 포
함한 여러 기업들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43) NIO의 경우 2021년에 매출이 122.3%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40조 2천억 위안의 손실을 보았다. 테슬라를 벤치마킹하는 이 국내
신흥기업들은 R&D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였다. 가령 NIO는 2021년에 45억 9천만 위안
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2020년 대비 84.6% 증가한 금액이다.44) 게다가 이 기업들의 고용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일부는 EV 생산을 위해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제휴하고 있지만, 샤오펑
과 같은 다른 기업들은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NIO는 시장 위축으로 수천 명
의 인력을 감축했었지만 2021년 한 해에만 위 3대 기업이 모두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노동자
가 2만 명 늘어났으며, NIO와 리오토는 각각 96%와 185%의 증가율을 보였고 샤오펑은 노
동자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45) 이 기업들의 고용은 R&D 인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은 전통적 자동차 업체의 노동자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지만 중국의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노고가 요구된다. 즉 장시간 업무와 성과 위주의 노무 관리가 일
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체로 기본급은 낮
지만 장시간 초과근무로 월임금은 높다.
공급 체인에서는, 전통적인 부품 공급업체들의 상당수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새로
운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은 기회이면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일자
리, 소득 및 노사관계에 상당한 불안을 야기한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조립
업체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다.46) 2010년경에는 부품 공급업체의 노동자들이 만연한 저
42) Sohu News, “Several Suicide Attempts Reported at BYD Changsha Plant in One Week”,
2022.4.28.
43) 搜狐，
「 小鹏汽车全年净亏损缩窄 何小鹏称四季度交付第三款新车」, 2021.3.10.
44) 每日经济新闻 ，
「 蔚来去年亏损收窄至 40 亿元 -- 李斌称 “ 暂无涨价想法 ” 新品牌已完成核心团队搭建 」,
2022.3.28.
45) 澎湃新闻，
「 “蔚小理”一年激增2万员工：造车新势力开打“挖人”战」, 2022.3.4.
46) Luethje, L. and Zhang(2013), op.cit. ; Luo, S.(2013), “Collective Bargaining and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China: Lessons From the U.S. and Germany”, Frankfurt Am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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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제에 반기를 든 주요 세력이었지만, 이들의 활동과 협상력은 약해지고 있다. 여러 이
유 중에는 EV로의 전환도 포함된다.
차대, 플랫폼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의 공급업체들은 기존의 생산체제를 개조하여
새로운 EV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자동화 비율이 더 크고 제품 구조는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작업절차는 더 용이하겠지만 EV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업무 자체는 더 고될 수 있다. 이전
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더 많은 기계를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공장들의 경우
물류창고, 보수유지 및 사무실 직원과 같은 간접적 노동자의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부류는 EV 제품으로 완전 전환하는 공급업체들이다. 과거에 명성이 높았던 한 일
본 공급업체는 인수를 통해 EV로의 전환을 마치면서 2년 내에 노동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기업의 한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한 이후로 노조가 조직되었고 정기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
자에게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가 제공되었다.47) 하지만 사업 인수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
었다. 보수와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일자리를 유지한 직원들도 불만이 컸다. 노조
는 실직 우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사측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EV
모터 생산은 사업 전망은 밝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은 배기가스 및 연료 탱크를 포함하여 EV에는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은 부품 및 부속을 제조하는 전통적 공급업체의 노동자들이다. 하이브리드와 순수 EV
생산을 병행하는 일본 공급 체인에서는 전환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더 “파괴적
인” 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공급 체인에서는 그렇지 않다.48)
배터리, 전자제어장치, 모터 시스템을 생산하는 신규 공급업체들은 실적 전망이 좋다. 하지
만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EV 보호정책으로 인해, 전환 과정에 있는 기
존 공급업체들과 전자, 인터넷 또는 심지어 부동산 부문의 기업들을 포함한 수백 개의 업체들
이 국내 EV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다수가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었다. 대
부분은 사라지고 일부만이 살아 남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정부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PLAcademic Research.

47) Luo, S. and Y. Tao(2019), “Why Worker-Supported Collective Bargaining May Still Fail : Union
Strategies and Supply Chain Structure in South China”, Employee Relations , 42(2), pp.471~491.
48) 조성재 및 S. Luo(2021), op.c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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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데 아직 산업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한 예로 배터
리 생산의 경우 BYD는 중국 내 1위 기업이었으나 이제는 세계 최대 EV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49) 2년 연속 성장을 기록했던 CATL은 2022년 1/4분기 수익이

19억 5천만 위안에서 14억 9천만 위안으로 24% 감소하였다.50) CATL은 계속되는 경쟁과 압
박 속에서도 주문량과 사업건수에 있어 “성공”한 비결을 고효율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현업 노동자들은 “채찍질에 돌아가는 팽이처럼 쉼 없이 움직이고,” R&D 직원들은 업무에 지
쳐 있다. CATL은 2020년에 2만 명의 제1선 작업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인력
의 60%가 넘는 규모다. 이들의 수입은 다른 중국 내 공급업체에 비해 높지만, 약 60%가 초
과근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896”으로 표현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까지 주 6일을 근무한다는 뜻이다. 최악의 기록은 1일 16시간, 1개월간 초과근무 240시간이
다. 결과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며 6개월 동안 3만 명이 입사하고 퇴사한다. 또한 CATL
은 2022년 초반에 월급여가 최저수준인 8천 위안에 근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던 9명의 일
반 노동자에 대해 “경업금지 합의” 위반을 이유로 100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다. CATL과 같은 신규 공급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하이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
다.51)

■ 기술 중심의 노동정책 대응
전반적인 산업정책에 비해 EV 관련 노동정책은 드문 편이다. 중앙정부의 원대한 계획에는
기업 지원, 소비자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재활용 촉진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
지만 노동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서 산업개발과 고용은 별도의 두 주
49) 证券时报，
「 动力电池装车量4月环比下滑 比亚迪缩小与宁德时代差距」, 2022.5.12.
50) Automotive News, “CATL Earnings Slide as Raw Material Outlays Soar”, 2022.4.29.
51) 时 代 财 经 , 「 忙 到 飞 起 ！ 电 池 订 单 爆 满 ，工 人 自 比 陀 螺 ，小 厂 工 程 师 等 着 上 市 一 夜 暴 富 」,
新浪科技, 2022.5.1; 汽车产经,「 宁德时代的正反面, 汽车产经网」, 2022.4.12; 이 외에도 비공식적 온
라인 포럼에서 발췌, Available at : https://bbs.hupu.com/46489799.html; https://www.zhihu.
com/question/309714203?ivk_sa=1021577i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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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여겨지고 각각 다른 정부 부처가 관할하고 있다. EV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책적 목표는
기술과 제품, 기업 발전, 시장 확충에 맞추어져 있으며, 노동 이슈는 “나머지” 또는 목표 달성
에 있어서 보완적인 요소로만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항상 국가 차원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자동차 산업을 대
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고용은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
슈이며,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이 가장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52)라고 말한 바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4차 5개년 고용촉진계획”53)에도 고용 규모 확대, 기술 향상, 인적자원
서비스 촉진 등이 강조되어 있다.
고용촉진계획이 주로 고용수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계획은 최신 NEV 계획과
같은 산업정책에 드물게 포함되어 있는 노동관련 조항과 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 가장 큰
노동 문제를 현재 노동기술과 기업 수요의 “미스매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자
들이 산업의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해
결책은 노동기술을 향상하는 데 있다.
정책에서는 취업자를 “인재”와 일반 노동자라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조명한다. “인재”는 고
용촉진계획상 협의의 정의를 따르자면, NEV와 전자화, 연결 및 지능 관련 기타 산업의 통합
적 성장에 맞추어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대학, 연구소, 기업은 국제적 배경
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 차원의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재
는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R&D 전문가들로 유수 업체들 사이에서 치열한 “인재”
경쟁의 대상이다. 다른 집단인 일반 노동자는 대다수의 노동자들로, 주로 현업 기계 운전자
와 하위 기술자들이다. 일반적으로 공장 업무는 단순하지만 고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
식 구조는 EV 생산에 필요한 다방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보편적인 견해다. 노동
자의 대부분이 직업학교 출신인데 그 교과과정이 추세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기계 및 엔지니어링 전공자에 대한 공장 수요의 각각 33%와 53%만이 충원되고 있으며, 컴
퓨터 공학, 자동화, 디지털 기술 등의 통합 과정 전공자도 부족하다.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 澎湃新闻，
「 国庆假期后首场国务院常务会议」, 2020.10.9.
53) 国务院办公厅，
「 “十四五”就业促进规划的通知 国发
〔 2021〕14号」, 2021.8.23.
急需补缺口
是时候建立汽车人才培养新生态了
54) 中国汽车报，
-「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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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장이 노동자들에게 국가 기
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은 주로 자체 내부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능력개발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정책 방안들이 채택되었다.
광둥성 지방정부는 2018년에 기업에 “고급” 인재를 영입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과학기술대
학에는 NEV 관련 전공 신설을 허용하였다.55) 또한 기업과 직업학교가 “현대적 견습”제도를
통해 시급하게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도록 촉구
하였다. 교육,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부처에 대해서도 각각 임무가 할당되었다. 실제로 광둥
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이미 노동기술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령,

2014년에는 프리우스 HEV와 BYD EV의 모터와 배터리에 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였고,56)
2019년에는 제1회 전국 NEV 핵심 기술 및 능력 대회가 광둥성에서 개최되었다.57) 또한 중
국의 상급 노동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는 다른 정부 부처들과 공동으로 2020년 NEV 버스 유
지보수 및 수리 대회58)를 조직하여 우승자들에게 “노동절” 메달을 수여하였는데 종종 현업
종사자들이 수상하기도 하였다.

■ 전반적 평가
EV로의 전환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EV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력
하지만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러 다른 유형의 자동차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들이
시장 성과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칩 부족,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으
로 인해 미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2년 4월 현재 NEV 판매량은 전월대비 61%가
55) 广东省人民政府,「 关于加快新能源汽车产业创新发展的意见, 粤府〔 2018〕46号」，2018.1.13.
56) 广东省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 关于举办技工院校新能源汽车关键技术师资培训班的通知 ( 粤技管
〔 2014〕22号)」, 2014.8.25.
57) 广东省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9)，
「 2019年中国技能大赛——全国新能源汽车关键技术技能大赛决
赛在广东省深圳市开幕」.

58) 信息时报，
「 这场职业技能竞赛的冠军被授予广东省五一劳动奖章」,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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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29만 9천 대를 기록하였다.59) 중국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만 이전에 비해 더 시장 지향적이고 선택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듀얼포인트 제도
는 모든 생산업체에 대해 EV를 지향토록 하는 강제적 효과가 있으며, 현재 국내 최강자인 신
흥기업들과 공급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60) 어떠한 형태든, EV
부문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며 시장, 인력 및 기술에 대한 경쟁도 지속되고 있다.
노동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규모의 자동차 시장에 비해 EV 판매량은
낮기 때문에 전체 노동력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열한 “인재” 경쟁은 비정상적으
로 높은 급여와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 공장의 일반 노동자들 대다수
가 과거 투쟁의 대가로 확보한 협상력을 잃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신흥기업들의 노동자들
은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를 특징으로 하는 성과 위주의 노동 상황에 처해 있다.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과 더 나은 집단적 제도를 갖춘 전통적 생산업체들이 계속해서 우려할 정도
로 저조한 EV 판매량을 갖고 다른 국내 제조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더
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이 하락
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 문제는 산업 전체 차원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의 일자리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매년 중국의 음력설 이후로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알 수 있다.61) 이와
같은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정책과 선제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직업능력 교육과 같은 적응조치는 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결국 중국의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이
투쟁 목표로 삼았던 고용안정, 임금인상 및 기타 혜택은 현재 뒷전으로 밀린 상태며, 일부 신
생 기업 노조들의 경우에도 미미하게 거둔 성과마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59) Caixin Globe, “In Depth : Zero Covid Slams the Brakes on China’s Electric Car Industry”,
2022.5.12.
60) 新华社,「 加大政策支持力度--“风口”上的新能源汽车产业将“驶”向何方?」, 2022.3.7.
61) 证券时报，
「 调查：缺人！工价大幅上涨，多地包车包机接工人」,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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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프랑스 자동차 산업 :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Marie Chéron (Responsable Mobilité, FNH)
Jean-Marie Robert (Secrétaire National, CFDT-FGMM)

■ 일자리와 기후 관련 계획
자연과 인간을 위한 재단(FNH)과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 금속산업분야노조(CFDTFGMM)는 2019년 기준으로 5만 7천 명(파견직 제외)이 고용되어 있는 프랑스 엔진 부문의
고용 수치들을 분석하였다. 엔진부문은 프랑스 전체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문에 해당하며, 자
동차 산업 전체에서 약 40만 개, 엔진 부문에서 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저자
는 네 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몇 가지 잠재적 미래를 예상해 보았다. 그중 한 개

자동차 산업

엔진 부문

기계, 플라스틱, 고무, 타이어 하청업체 및

엔진, 변속 시스템 및 파워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과 기타 관련 부문의

부품을 제조하는 정규 및 임시 근로자 포함

임시 노동자 포함

40만 개의 일자리

8만 5천 개의 일자리

* 이 글은 Marie Chéron and Jean-Marie Robert(2021)의 "Automotive industry: How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a Just Transition?"(Automobile: Comment Relever Le Défi D’une Transition
Juste?)를 번역·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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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나리오만이 일자리와 기후의 조화가 가능하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 시
나리오로 부른다.

■배경
자동차 산업은 현재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10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많은 일자리들이 추가적으
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기자동차 분야로의 전환이 지연된 점과 함께 주요 주체들의
산업 정책 및 전략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유럽 시장과 프랑스에서 시판되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은 2020년에 처음으로
유럽과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10%를 넘어섰다. 이는 교통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의
핵심 단계로 나타나는, 이미 예상된 변화이다.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처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가속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사용, 리사이클
링, 절제를 촉진함으로써 단호하게 순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연소엔진 시장은 이산
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유럽 기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회원국들이 받아들인다면 2035년에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00%가 “무배출”
차량이어야 한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과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부문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 자동차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불과 10년 만에 프랑스의 자동차 산
업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산업은 프랑스에서 실직 건수가 가장 많은 부
문이 되었다. 단기적 전망은 혼재되어 있지만 2030년까지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자동
차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축소와 고용 감소의 주요 요인은 이 부문의 주요 기업들이 해외 이전, 저비
용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부품 공급, 그리고 소품종 생산의 포기 등과 같은 국제적 결
정을 선택한 데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적 성향에만 전적
으로 의존하여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봉착한 프랑스 산업 정

>>

_27

[그림 1] 업종 및 기술별 고용지수(엔진 1천 대당)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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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엔진 1대 생산 시
- (배터리 없는) 디젤 엔진 1대보다 60% 적은 노동력 소요
- 가솔린 엔진 1대보다 1/2의 노동력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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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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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부품
전기자동차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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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 기어박스
전자
배기

책과 EU 내 사회적 덤핑 관행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의 지속을 야기하는 (상호 협의가 필요
한) 유럽 산업 전략의 결여를 강조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e-모빌리티와 관련된 변화는 실현될 것이다. 초기 추산 자료에 의
하면 배터리 생산에서 최대 1만 5천 개,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9천 개, 레트로핏1) 분야에서

5,700개의 일자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특히 어떠한 노동자도 소
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러한 생태적 전환을 고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
자동차 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 2050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산업 활동과 장기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우리
가 함께 노동자와 지역의 성공적인 미래 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편집자 주 : 레트로핏(retrofitting)은 노후 부품 교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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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9년 프랑스의 엔진 부문

엔진 부품
분사장치를 포함한 공장 부품, 노동자 13,573명
엔진 조립
노동자 21,359명

전자 기기
산출기 및 센서,
노동자 6,120명

변속 장치 및 기어박스
노동자 5,801명

배기 장치 부품
오염 통제 시스템 포함, 노동자 3,688명

파운드리 부품

배터리
노동자 589명

노동자 6,685명

[그림 3] 프랑스의 자동차 생산량(2019년)

220만 대

소형화물차

(자가용 및 소형화물차)

전체 생산량의

PSA
1,200,000대
600,000대
르노
토요타 300,000대

엔진

26% 차지

310만 개

[그림 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2019년)

2025년까지
전기차량
1백만 대

엔진믹스
디젤
가솔린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0%
35%
4%
1%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공장 생산량

252,000대

자동차 계획 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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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기자동차 전환에 따른 잠재적 일자리 창출

기타 가능성

배터리
2030~2035년
최대

15,000개

리사이클링
2030~2035년
최대

5,725개

고용의 근원
▶ 배터리-엔진-조립-리사클링의

통합적인 가치사슬 확립
▶ 공급처 재배치

단,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다고

전기 충전소

해서 기술도 자동으로 이전되는

9,000개

리트로피팅
2030~2035년
최대

자전거
1백만 유로 매출 시
약 10개의 일자리 창출**
(자동차의 3배)

것이 아니므로, 향후 5년간
우선과제로서 모든 기업의

차량 공유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 훈련, 전환 및

모빌리티 데이터 관리

기술 보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 : OMS(2014), “The PEP”, https://www.bizkaia.eus/.

■ 4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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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탈산업화
지난 15년간 진행된
추세 지속

회복 대책 유지
2020년 시행된 정책의
유지
2050년까지 일자리
48% 감소

산업 부흥
생산량 유지 및
전기자동차 전환의
가속화

정의로운 전환

2050년까지
일자리 70% 감소

2050년까지
일자리 48% 감소

현 인력 수준 유지
가능하지만 실현성 없음

2022년 6월호 <<

전기자동차 전환의
가속화 및 절제 수단의
활성화
배터리-차량-엔진전력전자-리사이클링의
통합적 연계 및 서비스
부문 구축
2035~2050년에
인력 수준 유지

시나리오 1은 현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에 엔진 생산 규모
는 135만 개이며(2019년 기준 프랑스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은 310만 개), 일자리는 70%가
사라질 것이다(2019년 5만 7천 개의 일자리 중에서 2050년에 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 이것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바람직
하지 않다.
한편 시나리오 2는 2020년에 도입된 산업진흥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엔진 생산 규모는 220만 개이며, 2040년부터 생산되는 엔
진의 100%가 전기엔진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해외생산 관행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기
후 위기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다. 2040년으로 예정된 디젤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
의 판매 중단은 기후 변화를 생각할 때 너무 지체된 목표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까지 일자리의 절반이 줄어드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2019년 5만 7천 개의 일자리 중에서

2050년에 2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2를 좀 더 강화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엔진 생
산 규모는 300만 개이며, 2035년부터 생산되는 엔진의 100%가 전기엔진이다. 이 시나리오
는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한다(2019년 5만 7천 개의 일자리 중에서 2050년에 4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생산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감소, 차량 이용의 변화 등 절제의 필요성(생산의 절제, 차량의
절제, 이용의 절제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나리오 4는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절제의 필요성과 국내 생산의
강화를 담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엔진 생산 규모는 230만 개이며, 2035년
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엔진의 생산을 종료한다. 그리고 엔진 부품의 프랑스 국내 생산 비중
을 30% 더 끌어올린다. 일자리 수는 2019년 5만 7천 개 중 2050년에 3만 9천 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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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은 진정으로 생태적 전환을 실시하면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FNH와 CFDT가 추진하여 모든 이해당사
자들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정의로운 전환”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을 조성하며 그와
함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
노동자 지원
엔진 부문의
일자리 수

일자리 창출

일자리

33% 증가
자동차 산업계획에 의한 시나리오
FNH와 CFDT의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

FNH와 CFDT 금속노조는 이러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특히 서로 다른 네 개의 시나리오
를 검토하며 프랑스 엔진 부문의 향후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한 논의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
업 및 환경 측면에서 더 대망되는 두 개의 시나리오(시나리오 3, 시나리오 4)를 통해 예측한
결과, 향후 자동차 산업은 완전한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이와 함께 자원의 소비
및 차량 이용을 관리하는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에너지와 자원
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역량이 더욱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공동의 논의를 통해 도출
된 이러한 예측적 분석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
다(시나리오 4).

32_

2022년 6월호 <<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는 두 개의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프랑스 국내에 자동차 산
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탈탄소 사회에 적합한 미래의 모빌리티 필요성에 화답하는 것
이다. 이 시나리오는 생태적 전환을 온전히 추진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다시 프랑스 국
내로 재이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경제정책과 산업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단체교섭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뉴딜”을 지향한다.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의 산업 활동의 유지 및 재배치를 위해 자동차 부문의 생산 역량을 e-모빌리티 중
심으로 구조조정 : 정의로운 전환은 탈산업화의 논리, 즉 생산과 고용의 지속적인 축소 논
리와 단절한다.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는 2030년에 230만 개의 엔진 생산 규모를 유지
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200만 대의 전기자동차에 상응하며 또한 해당 부문의 일자리
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산업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프랑스 국내 생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면 2050년까지 엔진 부문에서 9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어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80%가 하청생산과 관련이 있다
는 점에서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은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서 환경적 영향력을 감소
하는 데 긴요하다.
• 생태적 전환의 약속 :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는 자동차 산업의 주체들이 기후 변화의 심
각성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엔진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
고 그것도 전례 없는 범위와 속도로 해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전국적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종
료 시점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그 시점은 화석연료 자동차의 운행이 최종적으로 종료
되는 시점 및 유럽 차원의 정책과 연동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FNH와 CFDT는 2030년에
디젤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의 생산을(하이브리드 제외)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기준을 킬로미터당 25g 이하로 낮출 것
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는 생태적 전환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채택될 수 있는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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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온전한 생태적 전환을 회피하는 술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35년부터는 신
차량의 100%를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으로 하겠다는 유럽 차원의 목표는 프랑스의 자동
차 산업에서도 지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측 결과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향후 엔진산업 부문의 하향추세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경에는 현 추세 유지 시나리오와 달리 유지되는 일자리가 4%p 늘
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35년과 2050년 사이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정
의로운 전환 시나리오의 종결 시점인 2050년에는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보다
엔진 부문의 일자리가 33%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들
에게 훈련, 직무 전환, 기술 유지 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모빌리티
부문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산업과 프랑스 경제조직의 전반(도급업체, 서비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기술적 해결책과 절제의 결합 : 기술적 해결책, 즉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에 완전한 탈탄소사회를 이루기 위해
서는 기술적 해결책만으로 부족하다. 기술적 해결책과 절제를 결합해야 한다. 절제는 자
동차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효율적인 자동차를 생산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환경에 초래하는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의 재활용 비율을 2030년까지 눈에 띌 정도로 높이겠다는 유럽연합의 방침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절제는 자동차의 이용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95%의 시간은 주차장에 서 있다. 공유서비스의 발달은 자동차를 집단적인 이동수단
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교통수단의 확대는 자동차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
이다. 절제의 전략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
의 재활용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더 작고 더 가볍
고 더 절제적인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고,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재활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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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에서 더 많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엔진-배터리-차량-재활용을 포괄하는 산
업 부문을 현실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시장과 차량 총보유량의 축소를 앞당겨야
한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 소형 자동차의 활성화가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연
간 자동차 생산 대수 혹은 판매 대수가 아니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총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운행차량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일자리(2020년 기준으
로 13만 7천 명)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2050년까지 운행차량의 총량을 37% 축소하고 대체
교통수단(자전거, 1인 모빌리티, 대중교통, 차량공유)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정비산업의 일자
리는 2050년까지 5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감소는 대체교통수단이나 자동차 개
량 등 대체산업의 확대를 통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의 감소가 다른 영역으로 연쇄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산업의 확대를 앞당겨야 한다.

■ 로드맵
이와 같은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의 실행을 위해 FNH와 CFDT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안한다.
• 국내 생산 비중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
부가 기업에 생태적-사회적 조건부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수단을 통해 (플릿2)
및 공공조달 측면에서)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 유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품의 전반적인 생태발자국의 관리를 위해, 제조업체와 장비 공급업체들의 구매 정책에
는 생태적-사회적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기준
은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기준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FNH와 CFDT는 공공조달과 관련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일종의 “지속가능한 구매법”을 시
행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것은 공공조달을 수단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생산
2) 편집자 주 : 플릿(fleet)은 대량 구매를 하는 “회사 대 회사”의 거래를 의미하는데, 가령 다국적 리스사
나 렌터카 회사, 택시 및 물류운송 사업자 등에서 대량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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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제품 모델을 더 생태적이고 절제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
로, 정의로운 전환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노동자에 대한 지원 :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직업교육훈련 및 전환이 용이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에게 대체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
업교육훈련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엔진 부문에서 내연기관 분야는 5년 내에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과 전문지식을 어
떻게 할 것인가이다. 내연기관 산업의 쇠퇴가 일자리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노동자의 대다수는 재산업화에 유용한, 심지어 필수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미래의 e-모빌리티 산업을 위
한 기술과 노하우를 준비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도 지속되려면 해당 산업의 기업은 향후 5년, 10년, 15년 후의 자사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재정적 측면 등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경제적 난관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① 자동차 내연기관 부문의 종말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기금
을 조성한다. 독일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이 기금을 통해 사업의 축소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하기 전에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 있으며 다른 새로운
사업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산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지역경제의 적신호를 사전에 감지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를 지역 거버넌스의 틀 안에 갖추도록 한다.
③ 경제적 대안 수립을 위해 “사업장 이력서”3) 실시를 독려한다.
3) 편집자 주 : CV de site. 개인의 이력서가 개인의 역량을 담고 있듯이, 사업장 이력서는 사업장의 역량
을 담는다. 이것은 폐업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의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컨설팅 업체인 Syndex가 제안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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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단전환” 제도4)를 지역이나 업종 차원의 GPEC5)에 가입한 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다. 이를 통해 사용자조합6)의 구성을 촉진한다.
⑤ 자동차 산업에서 장기휴업 제도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
적으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유지하면서(70% 이상)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열린 거버넌스 추진 : 자동차 산업의 프랑스 국내 재배치를 위해 사회의 이해관계 당사자
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것이
다. 지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경쟁의 핵심이다. 이들은 기업과 노동조합과 함께 지역
사회의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FNH와 CFDT가
주장하는 자동차산업총회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자동차 산업 부문 내 영
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프랑스의 산업 전략
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는 자동차 산업의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한 통계적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한 정량적이고 질적인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당면한 여러 시한(2030년, 2050년)에 맞추어 생태적 목표와 자동차 산업 구성원들의 수요를
고려하였고 전례 없는 타협과 집단적 조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4) 편집자 주 : 전환을 위한 재훈련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노동자는 고
용계약과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5) 편집자 주 : 고용숙련관리계획. 300인 이상 기업은 3년마다 GPEC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300
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6) 편집자 주 : 지역의 공단 등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종의 조합을 구성하여 지역의 노동력을
공유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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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

Special Feature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사례
Matteo Gaddi (CGIL Reggio Emilia;
Scientific Committee of the Claudio Sabattini Foundation)

■ 승용차 생산 현황
이탈리아 내 유일한 대규모 차량 제조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 그룹은 푸조시트로엥
(PSA)과 합병하여 “스텔란티스”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탈리아 대표 브랜드 람보르기니(폭스
바겐 그룹)는 생산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19년 통계를 보면 람보르기니는 8,659대, 페
라리는 1만 131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FCA가 생산하는 규모가 국내 총생산량
을 크게 좌우한다. 지난 30년간 생산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은 “생산의
붕괴”로 특징지을 수 있다.1)
• 1989년 : 1,971,969대
• 1999년 : 1,410,459대
• 2009년 : 661,100대
• 2019년 : 542,472대
• 2020년 : 451,000대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의 국내 승용차 생산은 142만 9,497대 감소하였고, 이
1) Anfia(2022), “Produzione Nazionale-Autovetture per Marca dal 1951 al 2020”, https://www.
anfi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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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백분율로 변환하면 약 72.5%이다. 이 글은 피아트 주주들이 중요한 차량 생산의 상당 부
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금융 경영에 더욱 관여하며 초래된 자동차 생산의 실질적인 단절에
서 비롯된 자동차 생산의 붕괴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피아트의 국내 생산량
이 1989년 141만 대에서 1919년 27만 9천 대로 100만 대 이상 감소하면서 대중 브랜드로
서 피아트의 명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지적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전통적 차량 생산
이 무너진 자리를 전기차 생산이 채운 것도 아니었다. FCA 그룹은 피아트 500e로 불리는 단
한 가지 모델의 전기차만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리노 소재 미라피오리 공장
은 이 모델을 연간 8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약 5만 4천 대
를 생산했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부품·구성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완성차 생산 감소 현상에 대
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품·구성품 부문 역시 많은 중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탈리아 부품 산업(NACE코드 29)은 665개의 차체 전문업체와

1,403개의 부품·구성품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생산 가치는 2,875만 6,167유로였으
며 이 중 수출이 52.1%로 1,498만 6,183유로를 차지했다.2)
이탈리아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탈리아가 생산한 부품·구성품의 유럽 수
출은 분명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종 조립 공정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독
일과 프랑스로 많이 수출된다. 이로 인해 수출에 따른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
계 OEM은 이탈리아 공급업체들과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저임금 유럽 국가의 공급업체
들 사이에 경쟁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 이탈리아 북부 등 일부 지역 소재 업체들의 경우 해외
고객과의 거래가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의 붕괴와 부품·구성품의 높은 수
출 비중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상황은 또한 이탈리아 국내 공급망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실
제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량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제조
업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 공장으로 생산을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최종 조립 공장 인근에
위치한 저비용 국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비용이 낮을 뿐

2) ISTAT(2022), “Industrial Production Volume(Production value by Nace Rev.2 (division)”, http://
dati.istat.it/?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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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부문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없다는 사실(FCA는 부품 자회사 마그네티 마렐리를 매각했으나 프랑스의 PSA는
포레시아에 대한 지배권 유지)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수준이라는 사
실이 또다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탈리아 국내 공급업체의 영세성은 또 다른 약점에 영향을 받는다. 이
탈리아에서 1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품·구성품 전문업체들을 고용 수준 측면에서 분류
해 보면 상위 10위권 중 이탈리아 기업은 세 곳(브렘보, 비트론, PCMA)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계(마렐리 유럽, 보쉬, 리어 코퍼레이션, ZF, 덴소 등) 기업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어지는 순위도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독일 컨티넨탈의 파워트레인 사업부에서 분사), 마그나,
발레오 등 모두 외국계 기업들이다. 마렐리 산하 기업들은 FCA가 마그네티 마렐리를 일본 자
동차 부품업체 칼소닉 칸세이에 매각하면서 외국계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의 선도적인 부품·구성품 기업이 외국 소유로 넘어갔으며 FCA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탈리아의 구성품 업체의 다수가 중소 규모이며 국가 대표주자로 불릴 만한 업체가 부재
한다. 구성품 업체들 아래에는 또한 다수의 소규모 또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 부문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표 1>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외국 소유 기업의 변화 관련 데이터를 제시한다.
외국 자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2018년 생산 가치 기준 비중은 <표 2>와 같다.
<표 1> 외국 소유의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
2008년

2018년

130

114

7607.5

12778.1

1536

3254.3

-96

135.8

유형자산 총투자(백만 유로)

256.7

658.5

사용자 수

44417

36109

5.8

18.2

기업 수
생산 가치(백만 유로)
요소비용 부가가치 (백만 유로)
총영업잉여(GOS)(백만 유로)

사용자 1인당 투자(천 유로)

자료 : Eurostat(2022), “Foreign Control of Enterprises by Economic Activity and a selection of controlling
countries - From 2008 Onwards (Online Data Code:FATS_G1A_08)”, https://appsso.eurostat.
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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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동차 산업분야 내 외국법인의 국적 및 생산량(생산액 기준, 2018년)
(단위 : 백만 유로)
생산량
독일

4846.9

미국

3681

프랑스

1235.2

일본*

752.9

영국

734.6

캐나다

336.4

스위스

282.4

중국

267.5

주 : 2019년 마그네티 마렐리가 일본 칼소닉 칸세이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일본 수치는 낮게 추산되어 있음.
자료 : Eurostat(2022), “Foreign Control of Enterprises by Economic Activity and a selection of controlling
countries - From 2008 Onwards (Online Data Code:FATS_G1A_08)”, https://appsso.eurostat.
ec.europa.eu/.

■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 공급업체가 국내 제조업 및 노동시장에 갖는 중
요성 : 고용 구조 및 임금
승용차 생산량의 변화는 고용 수준과 구조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고
용 수준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1998년 17만 7,419명에서 2018년 14만 798명으로 3만

6천 명 이상 감소했다. 이 부문의 고용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최종 조립과 부품·구성품 생산
사이에 변화의 정도나 성격 차이가 이 부문의 구조 변화를 초래할 만큼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종 조립 고용은 감소한 반면 부품 생산 고용은 증가했다.
<표 3> 고용 추세 변화
(단위 : 명)
자동차 제조

차체 제조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1998년

91,467

14,226

71,726

2018년

53,089

9,736

77,979

차이

-38,378

-4,488

6,245

자료 : ISTAT(2022), “Imprese, Imprese e addetti, Forma Giuridica, Settori Economici(Ateco, 5 cifre), Italia”,
http://dati.istat.it/?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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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동차 하위 산업의 고용 분포
(단위 : %)
1998년

2018년

자동차 제조

52.0

37.7

차체 제조

8.0

6.9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40.0

55.3

자료 : ISTAT(2022), “Imprese, Imprese e addetti, Forma Giuridica, Settori Economici(Ateco, 5 cifre), Italia”,
http://dati.istat.it/?lang=en/.

<표 3>과 <표 4>를 보면 이전에는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최종 조립 공정이 부품·구
성품 제조 공정에 의해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내
연기관차 모델에 사용되는 많은 구성품들이 전기차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경우가 다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기술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차보다
구성품 수가 많기 때문에 고용 수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이 고용
수준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전환으로 사라지게 될 주요 구성품들과 주요
공급업체를 살펴보았다.
FCA 그룹이 이탈리아 내에서 생산하는 파워트레인은 7,020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
부문의 노동 계수가 2.55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일자리의 수는 1만 7,901개에 달한다. 그
러나 1만 8천 개에 가까운 이 수치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용 파워트레인에 들
어가는 부품·구성품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순수 전기차로의 이행이 수반하게 될 고용 충격
을 짐작할 수 있다. 기타 부품·구성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 FCA-PSA

합병
FCA와 PSA 간 합병은 유럽 산업 정책의 총체적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산업이
나 고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시장 논리에 전적으로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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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와 PSA는 합병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PSA의 공용모듈플랫폼(CMP) 장착 모델에 대한
협업을 발표한 바 있다. B세그먼트3)에 속하는 신차 세 개가 이 협업의 대상이 된다. 계획된
생산량은 연 40만 대로, 즉 대중 시장 모델이다. 그러나 해당 물량의 생산은 이탈리아 국내에
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산이 예정된 공장은 폴란드 남부 도시 티히에 위치해 있다. 이
는 산업 및 고용 관점에서 중대한 결정이다. B세그먼트에 속한 총 다섯 개 모델이 위기에 처
할 수 있으며 이 모델들은 모두 PSA의 C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 차량들을 위해 선택
된 아키텍처는 새롭게 고안된 플랫폼인 PSA의 CMP 활용을 포함한다. CMP는 모든 현대적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모듈로 설계되어 있다. 즉 몇몇 선택적 변경을 통해 다양한 모델의 생산
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PSA가 자체 플로어팬 사용을 의무화했다는 사실은 모든 구성품
의 공급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PSA가 기계, 전자, 파워트
레인 부품에 적용될 솔루션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FCA는 PSA가 선
택하는 다양한 구성품을 통합하고 내외부 스타일을 설계하는 작업으로 이해되는 제품 개발
의 역할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이 진행될 공장의 소재지와 선정될 부품 공급업체에 관해
서는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FCA는 또한 파워트레인 선택에서도 밀리게 될 위험이 있다. 가령 PSA와 프랑스 정유회사
Total 사의 배터리 자회사 SAFT 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각각 프랑스와 독일, 두
곳에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합작사 오토모티브 셀 컴퍼니(ACC)의 설립 약정에 서명
한 바 있다. 또한 양사는 관리 편의성과 유연성을 위해 몇 가지 모듈로 구성된 배터리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이탈리아 내 전기 배터리 공장 건립 계획은 스텔란
티스 CEO의 발표가 유일하다. 2022년 3월 배터리 투자 유치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MOU
가 체결된 바 있다.
PSA는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모델에 탑재되는 전기 모터를 생산하는 펀치파워
트레인과 합작사를 설립했다. 펀치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변속기 등에 사용되는
파워트레인 솔루션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PSA 엔진은 FCA 제품보다 성능이 뛰
어나고 무게는 적으며 비용은 낮다. PSA가 자체 솔루션을 FCA에 도입하기 위해 복잡성 완화

3) 편집자 주 : 유럽의 차량 분류 기준으로 전장 길이 3,500~3,850m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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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유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PSA
엔진이 FCA 엔진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PSA의 솔루션이 선정된다면 엔진 생산은 PSA 그룹의 공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
며, 이는 결국 이탈리아 내 생산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구성품의 선정 결과는 PSA
플랫폼의 선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DS3 크로스백에
적용된 버전과 동일한 플랫폼이며, 세 가지 유형의 자동차(내연기관, 마일드 하이브리드, 순
수 전기차) 사이에 별다른 차이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PSA는 복잡성을 완화
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세 가지 드라이브 시스
템에 동일한 차체 하부와 차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전기차(BEV) 조향 장치와 배터리
아키텍처만 조금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PSA가 개발한 플랫폼과 PSA가 투자하고 개발한 파워트레인 부문에서, 미래 모델의 모든
구성 요소는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만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제된 FCA는
PSA 하드웨어인 일부 차대 구성품의 리튜닝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모델의 경우 하이브리드나 BEV 모두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
티, 전자 부품(무브먼트 버튼, 전자 핸드브레이크, 비디오 카메라, 고압 와이어링 등)을 포함
한 일렉트로닉스에도 유사한 우려가 있다. PSA는 부품사 포레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
고 있기 때문에 전자 부품(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공급업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PSA에 부품·구성품을 공급 중인 업체
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FCA를 주 고객으로 삼았던 공급업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스
 텔란티스 전략계획 : 간단 분석
스텔란티스는 2022년 3월 1일 “Dare Forward 2030”으로 명명된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포함된 몇몇 요소들은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과 고용 수준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스텔란티스 전략계획은 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CGIL) 산하 금속노조(FIOM)가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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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표명한 우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계획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수준
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
영자는 설계·엔지니어링, 공급망 관리, 제조 생산, 판매, 마케팅 등 그룹의 모든 기능에 영향
을 미치게 될 전반적 비용 감소를 통해 이미 달성한 32억 유로의 시너지에서 더 나아가 2024
년까지 50억 유로의 합병 시너지 목표를 100%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는 상당히 높
은 수준으로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비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의 기여목
표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조 비용은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스텔란티스는 모든 차원의 복잡성, 즉 비용 감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손익분기점을 판매량 50% 미만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판매량이 50%가 넘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상당한 판매량 감소에 직면하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
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는 스텔란티스가 재무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
간의 생산량 감소를 견뎌낼 수 있는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
한 경우 고용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CO2 배출을 이산화탄소환산톤 기준으로 75% 감소시키고 배출
이 차지하는 CO2 집약도를 50% 줄임으로써 환경 대표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고, 이를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청정에너지원이 가용하고,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BEV 차량 구입에 대한 공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공공정책의 뒷받
침이 있을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방향의 공적 기금이 제공될 때 환경적 목표
를 추진할 수 있다.
프리미엄(알파로메오, DS 오토모빌, 란치아)과 럭셔리(마세라티) 세그먼트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반적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총 신차 판매에서 이 두 부문이 차지하는 수익률을 4%에
서 11%로 끌어올리고자 하며, 2030년까지 100% BEV 모델을 도입하여 판매량 4배, 수익 5
배 증가를 목표로 한다. 총 100개의 신차 출시 계획 중 20개를 2030년까지 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불행히도 계획 중 조금 더 일반적인 다른 부분과 유사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데이터의 정확성은 다소 우려스럽다. 이러한 유형의 차들은 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은 높지
만 생산량은 낮기 때문이다. 이 브랜드들 중 두 가지(알파로메오와 마세라티)는 이탈리아에
서 생산되는데 이는 이탈리아 내 생산을 틈새 시장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한다고 볼

>>

_45

수 있다. 혹은 최소한 생산량 수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대중 모델의 생산 조건이나 규모
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생산량은 이탈리아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한
자동차 부문 고용의 급격한 감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전기차의 경우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최소 75개의 BEV 모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 시장에 내놓을 BEV 모델은 6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판
매 목표 역시 유사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1년 20만 대 판매에 그쳤는데 2024년에는 1백
만 대, 2027년 3백만 대, 2030년 5백만 대에 도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치는 생산 규모 측
면에서 이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수치들이다. 이 역시 브랜드나 모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생산 및 지리적 생산 할당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산업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텔란티스의 발표는 가설에 기반한 평가 이외에 근
거가 충분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탈리아 내 생산시설과 노동자를 위해 어떤 미
래를 구상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스텔란티스 전략에 따르면 자사 14개 브랜드 전체의 동력화는 4개 플랫폼(소·중·대·프레
임)과 3개 EDM(전기 드라이브 모듈)을 통해 구상된다. 4개 플랫폼은 유연성, 모듈화, 동일 구
성품 공유 가능성을 보장하며 모든 브랜드 및 세그먼트를 포함할 수 있도록 표준 배터리 팩
이 장착될 수 있다. 3개 EDM은 전기 구성품 아키텍처로서 전기 추진의 세 가지 요소인 배터
리 팩, 전기 모터, 파워 모듈이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세 가지 구성은 서로 매우 유사하지
만 눈에 띄는 점은 구상된 4개 플랫폼에 대한 적응 가능성이다. 이를 통해 모델 믹스와 추진
유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생산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한계비용 상
승에 따른 명백한 비용 압박의 측면에서 볼 때 복잡성 감소라는 슬로건에 꼭 들어맞는 것으
로 보인다. 플랫폼의 관련 사안은 구성품부터 시작해 차량 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SA가 개발한 플랫폼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선택은 이탈리아 공급업
체에 미치게 될 영향의 전조로 볼 수 있다.
전동화 부문 투자에는 2025년까지 300억 유로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소프
트웨어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생산시설의 전동화와 4개 플랫폼의 개발뿐만 아니라 새
로운 가치사슬 구축, 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원자재 확보 등 추가 집중 분야에 대해서도 자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가치사슬은 스텔란티스가 현재 몇몇 기업과 협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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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는 전기 모빌리티의 세 가지 주요 부문을 포함한다. 먼저, 니덱과 진행하는 전기 모
터 개발 협업이다. 니덱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으로 이탈리아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둘째는
LG, 삼성, ACC(PSA 자회사 오펠과 프랑스 토탈이 인수한 사프트 간 합작사)와 진행 중인 전
기차 배터리 기가팩토리들이다(이탈리아 내 생산 계획 전무). 셋째는 프리투무브 이솔루션즈
와 진행하는 충전 네트워크 협업이다. 프리투무브 e솔루션스는 스텔란티스와 NHOA가 설립
한 합작사이다. NHOA는 프랑스 에너지기업 엔지 산하 에너지저장회사 엔지 EPS의 새로운
브랜드이며, 엔지는 GDF-수에즈를 모태로 한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핵심 분야의 모든 협업
은 아시아 다국적 기업과 프랑스 기업에서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다.
배터리 부문에서 스텔란티스는 ACC와 미국계인 팩토리얼 에너지와 협업하여 전고체 배터
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원료 공급을 위해서는 역시 미
국계인 벌칸(Vulcan)과 협업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전략에 이탈리아 기업
이 단 한 군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가팩토리들의 위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중 세 곳은 유럽, 두 곳은 미국에 위치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럽 공장 세 곳 중 두 곳은 ACC의 제안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에 설립될 것이다. 이탈리아와 관
련해서는 앞서 우려 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공장들의 경우 제조업체들은 투자에 대한
공적기금 지원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정을 토대로 움직인다. 물론 신규 공장 건립을 위
해 공적 재원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 자유시장에 대한 찬미는 중단된다.
다른 전략은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문에서 스텔란티스는 큰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스텔란티스는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무선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3,400
만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백만 대의 연결된 차량들은 판매가 가능
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스텔란티스가 내부 전문성이 부족한 이 분야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 및 생산 방식이나 위치
에 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지만 폭스콘과 아마존(AI와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 콕
핏), BMW(3단계 자율주행), 웨이모(상용차 자율주행) 등 업계 거인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
고 있다. 언급된 파트너사의 면면을 보면 이 부문이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는 한 이탈리아 고
용에 미치게 될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은 꽤 명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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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리아 정부 계획
자동차 부문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국가계획(PNRR)”에 단 두 가지의 관련 조치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첫째, 배터리 부문
과 관련하여 5억 유로 상당의 투자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다. 단지 “유럽
연합의 공동이익사업(IPCEI)”의 일환으로 원료, 셀, 모듈,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유럽 통
합 가치사슬 구축과 유럽 가치사슬 완성 등 두 가지 프로젝트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의 37GWh 기가팩토리 투자(MOU에 따르면 실제로는 24GWh 규모)로 추측되는
투자가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역시 명확한 산업·고용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2
만 1,355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7억 4,100만 유로 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2022년 7억 유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억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만 관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조성된 기금
이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모두 사용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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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의 독일
이주와 노동시장의 통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강하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난민 행렬을 야기했다. 독일에 체
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5월 초 기준 약 6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 현재
독일 정치권과 시민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우선
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계속해서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는 난민
들을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독일의 노동시장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2015년
시리아 전쟁으로 대규모 난민 유입을 경험한 독일의 노동시장은 난민 이주가 갖는 경제적 잠
재력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난민들이 중기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비
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일부 언론은 난민 유입이 독일의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2)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독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난민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Statista(2022), “Schätzungen der Gesamtanzahl der Flüchtlinge aus der Ukraine in Folge des
Krieges von Februar bis Mai 2022 (Stand : 17. Mai 2022)”.
2) Tagesschau, “Wie Ukraine-Flüchtlinge an Jobs kommen”, 20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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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독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기 흐름에 따른 일차적인 영향
난민의 대량 이주는 수용 국가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투자와 사회부조의 증가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는 1인당 소득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3) 난민의 유
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까지
반영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의 분명한 방향성을 판단하기
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독일 노동시장의 구인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4) 이 추세의 지속 여부는 급등하는 원료가격과 공급
대란에 따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달려 있으나, 이러한 불안요소가 현재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독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
외국인 노동인력의 이주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이에 가정 요양 및 돌봄 연방협의회는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의 요양 인력이 현재
EU 출신의 동유럽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일부에 불과한 덤핑임금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6) 건설노동조합연맹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것에 대
해 경고했다.7) 반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교란에 대한 현상학적 증거는 과거의 경험에서 거
의 확인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난민이 갖추고 있는 자격과 경력이 국내 채용 시장을 보완할
3) Gartner, H. and E. Weber( 2022 ), “ Bedeutung des Ukraine-Kriegs für Wirtschaft und
Arbeitsmarkt in Deutschland”, https://www.iab-forum.de/ (2022.5.18).
4) Tagesschau, “Arbeitskräfte bleiben gesucht”, 2022.5.2.
5) Gartner, H. and E. Weber(2022), op.cit.
6) Tagesschau, “Neues Pflegepersonal zum Dumpingpreis?”, 2022.5.3.
7) Süddeutsche Zeitung, “So wollen Unternehmen und Verbände Ukrainer integrieren”,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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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의견이다.8) 데트레프 쉘레 연방노동청장은 현재 독일에 오는 난민들이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9)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의 가능성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이주가 독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되어 온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10) 일부 언론은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노동시장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11) 기업들은
난민 채용과정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노동인력 확보 의도가 상충하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놓
이기도 한다.12)
연방노동청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는 독일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우크라이나 난민의 노동력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독일의 인력 부족 직업군과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노동시장 현황을 비교분석했다.13)
독일의 인력 부족 직업군과 난민들의 기존 직업군이 유사하거나 일치할 경우에는 이들의 이
주가 독일의 노동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난민들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독일의 노동력 부족 직업군
IAB는 연방노동청의 자료 및 IAB의 기업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독일의 직업군별 노동
력 부족 현황을 발표했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르면 대졸자 직업군, 기술 및 의료직 또는 고
8) Bossler, M. and M. Popp(2022), “Viele geflüchtete Ukrainerinnen könnten mittelfristig in
Engpassberufen unterkommen”, https://www.iab-forum.de/ (2022.5.18).
9) Haufe, “Ukraine-Krieg kann deutschen Arbeitsmarkt nicht erschüttern”, 2022.5.5.
10) Tagesschau, “Beruflicher Neustart nach der Flucht”, 2022.4.28.
11) Tagesschau, “Wie Ukraine-Flüchtlinge an Jobs kommen”, 2022.3.26.
12) 독일의 도축업체인 퇴니에스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난민들을 공장 보조인력으로 채용하
려고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퇴니에스는 난민 채용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
해 부인했으나 윤리적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13) Bossler, M. and M. Popp(2022),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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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문인력, 농업 및 수공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IAB의 세부 자료에 의하면 수공업 중 특히 금속, 메카트로닉, 에너지, 전자 인력에서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술 및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의
료 및 요양 인력과 엔지니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일반적으로 인력 부족 직
군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직군에서도 제빵 및 정육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1] 2022년 2월 독일 내 구인배율로 본 노동력 부족 현황
관리직
대졸자 직업군
기술 및 의료직 또는 고급전문인력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
수공업
공장 및 조립 노동자
보조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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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ossler, M. and M. Popp( 2022 ), “ Viele geflüchtete Ukrainerinnen könnten mittelfristig in
Engpassberufen unterkommen”, https://www.iab-forum.de/ (2022.5.18).

우크라이나 내 기존 노동력 현황
IAB는 국제노동기구(ILO)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내 노동력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그림 2 및 그림 3 참조). 난민들이 특정 부문에 종사하던 그룹이 아닌 평균적인 노동 인력에
해당한다고 단순화하여 가정한다면, 이 자료를 기준으로 난민 노동력이 독일의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유추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성별은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이는 현재 난민의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며, 노동가능연령대의 남성은 원칙적으로 우크라이

14) 대졸자 직업군 이외의 나머지는 직업교육을 수료한 비대졸자 인력을 위한 직업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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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 여성 인력
독일경제연구소(IW)는 2022년 3월 말 독일에 12주 이상 체류 중인 1,9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15) 응답자 중 52%가 독일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
는데, 이들은 대부분 노동가능연령대의 여성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93%가 고등학교 또는 대
학교를 졸업했고, 86%가 난민 행렬에 오르기 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에 이주한 우크
라이나 난민 여성의 노동가능 여부 또는 노동희망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ILO 조사 결
과 2020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48%로 나타났다는 점이다.16) 이
들 중 많은 수가 대졸자 직업군과 기술 및 의료 직업군의 종사자였다.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
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종사하던 대졸자 직업군, 기술 및 의료 직업군은 독일의 전문인력 부
[그림 2] 우크라이나 여성 종사 직업군(2020년)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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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직업군
기술 및 의료직 또는 고급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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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
수공업
공장 및 조립 노동자
보조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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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그림 1]과 동일.

15) Tagesschau, “Geflüchtete mit guten Chancen auf dem Arbeitsmarkt”, 2022.5.19.
16) Bossler, M. and M. Popp(2022),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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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현상이 심각한 분야로 독일 내 실업자를 통한 보충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직업
군에 해당하는 독일 노동시장에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이 성공적으로 편입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직 또는 보조 직업군에 종사하던 난민 여성의 경우 해당 직업군이 현재 독
일 내에서 특별히 수요가 높지 않으므로 노동시장 편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남성 인력

2020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남성은 주로 수공업, 공장 및 조립 노동, 보조 직업군에 종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독일 수공업의 인력 부족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현재 시점에서는 노동가능연령대 우크라이나 남성의 독일 이주가 가능한 시점을 예측하
기 어렵다.
[그림 3] 우크라이나 남성 종사 직업군(2020년)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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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그림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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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독일에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직종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군을 비교한 결
과,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이 대졸자 직업군 또는 기술 및 의료 직업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수공업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남성 인력의 이주가 허용될 경우 독일의 인력 부족 현상 완화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크라이나 난민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과제
거주 및 노동 허가의 보장
난민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일차적인 관문은 거주 및 노동이 가능한 법적 지위의
보장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EU가 난민 보호를 위해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 임
시보호지침에 따라 EU 회원국 내에서 거주와 노동이 허용된다. 이 기간은 독일 거주허가법
제26조에 의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기존의 난민
절차가 적용되었을 때보다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나, 행정절차에는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난민 채용에 필요한 거주 및 노동 허가의 신속
한 발급과 현재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및 증명서 면제에 대한 법제화를 요청했다.17) 안나레
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연방외무부 장관 또한 실무 차원에서 외국인 관청이 거주허
가를 발행하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18)

17) Tagesschau, “So sollen Ukrainer integriert werden”, 2022.4.19.
18) Tagesschau, “Arbeitsmöglichkeiten für geflüchtete russische Journalisten”,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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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육 및 자녀 돌봄 지원
난민의 독일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요소는 독일어 사용 가능 여부이다. 독일 정부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의 이주에 있어 언어능력,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이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난
민에게 사회부조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는데,19) 난민이 사회보장 수급자가
되면 노동청의 관할하에 구직, 교육이수 및 장기실업급여 수령 등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노
동청이 독일어 수업, 자녀 돌봄 지원 및 재교육 등을 통해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효과적
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업의 적극적인 채용
성공적인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사기업의 난민 채용 의지도 필수적이다. 독일의 많
은 기업은 2015년의 대규모 난민 이주 이후 난민 출신 노동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으며,

2015~2020년 사이에 이주한 난민 중 약 3분의 1이 사회보험에 의무가입된 피고용인으로
조사되고 있다.20) 최근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난민 채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는데,21) 설문에 응한 기업 중 3분의 2가량이 독일로 이주한 난민 노동자와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22) 90%의 기업은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난민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
편 SAP, 아디다스, 지멘스 등의 대기업은 이미 난민 채용 절차를 시작했고,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체 반(Deutsche Bahn) 또한 건설 엔지니어, 전화 핫라인 및 IT 분야에서 일차적인 난민
채용을 완료하고 추가적인 취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23)
19) Tagesschau, “Geflüchtete sollen Grundsicherung bekommen”, 2022.4.27.
20) Tagesschau, “Flüchtlinge machen Firmen kreativer”, 2022.5.17.
21) Ibid.
22) 또한 약 80%의 기업은 난민 채용을 통하여 기업의 호감도와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23) Süddeutsche Zeitung, “ So wollen Unternehmen und Verbände Ukrainer integrieren ” ,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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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은 독일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독
일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24) 그러나 전
쟁의 경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독일에서의 장기 체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난민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편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과 사기업의 난민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
요해 보인다.

24) Haufe(2022),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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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의 주요 노동
International Labor Trends
및 사회 정책 비교
국제노동동향 ②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뤼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24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2차 결선 투
표 결과 58.55%의 표를 확보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자
크 시라크에 이어 약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2차
결선 최종 후보에 오른 프랑스 극우의 상징적 인물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는 득표
율 41.45%를 기록하며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또 다시 마크롱 대통령에 맞서 고배를 마셨
다.1)
비록 대권 도전에 실패했지만 올해 대선에서 르펜 후보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지난 2017
년 대선 2차 결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66.10%를 기록하며 33.90%에 머문 르펜 후보를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차이가 현격
히 줄어들었다.2) 또한 1차 결선 투표에서 7.07%로 4위를 기록한 극우 성향의 에릭 제무르
“재정복!(Reconquête!)” 후보와 2.06%의 표를 얻은 민족주의 성향의 니콜라 뒤퐁-애냥 “약
진하는 프랑스당(DLF)” 후보만이 2차 결선 투표에서 르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21.95% 득표율로 3위에 그친 좌파 성향의 장-뤽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LFI)” 후

1) Ministère d’intérieur, “Élection présidentielle 2022”, 2022.4.24.
2) Ministère d’intérieur, “Résultats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2017”, 201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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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상당수는 극우의 정권 창출만은 막아야 한다며 르펜 후보에게만큼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유권자에게 당부했다.3) 1차 결선에서 르펜 후보가 얻은 표(23.15%)와 2차 결선에서
지지를 선언한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치면 약 32%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2차 결선 투
표에서 르펜 후보가 그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선거를 단순한 합산으
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르펜 후보가 괄목할 만한 결과를 거둔 것은 극우
세력의 성장으로만 보기 어려운 맥락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리한 정치역학 속에서도 르펜 후보는 어떻게 눈에 띄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지, 또 마
크롱 대통령이 그럼에도 어떻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두 후보 각각이 제시한 노동
및 사회 정책을 통해 살펴보겠다. 두 후보의 대선공약은 일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명
확하게 대립하는 관점을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향후 프랑스의 노동 환경을 엿
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 이 글은 마크롱 대통령4)과 르펜 후보5)의 대선 공보물과 언론 기
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 은퇴연금 개혁
두 후보 모두 자유주의 관점의 경제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본 기조가 유사하다는 평
가를 받는다. 하지만 은퇴연금 개혁 측면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은퇴연금 개혁은 마크
롱 대통령이 지난 임기 내 추진한 역점사업 중 하나였다. 비록 철도(SNCF)노조의 파업 등 강
한 사회적 반발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재 은퇴연금 시스템 개정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번
대선 정국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퇴연금 안건에서 가장 첨예한 시각 차를 보이는 것은 법정 은퇴연령에 대한 입장이다. 우
선 마크롱 대통령은 현행 62세인 법정 은퇴 시점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L’Obs, “Pécresse, Jadot, Roussel et Hidalgo appellent à voter Macron pour faire barrage à Le
Pen”, 2022.4.11.
4) 마크롱 대통령 후보 공보물(2022), https://www.cnccep.fr/ (2022.4.14).
5) 마린 르펜 대통령 후보 공보물(2002), https://www.cnccep.fr/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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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은퇴연령 상향안은 약 9년에 걸쳐 매년 은퇴연금 납입기간을 4개월
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즉 현재 62세인 법정 은퇴 시점을 2022년부터 매년 4개월가
량 늦춰 2030년에 이르러 65세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르펜 후보는 은퇴 시점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핵심은 노동
시작 연령과 은퇴연금 납입 기간에 따른 은퇴연령 차별적용이다. 즉 17~20세부터 노동을 시
작해 40년의 근속연수를 갖춘 경우 60세부터 은퇴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20~24.5세부터 노동을 시작한 경우 60.75~62세에 은퇴연금을 전액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
추고, 24.5세를 넘어선 경우는 기존 방식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은퇴연금 개혁에 매년

96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르펜 후보는 “이른 시기에 하는 노동은 상
대적으로 더 고된 육체 노동에 집중되며, 늦은 시기에 노동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육체적
으로 덜 힘든 지식 노동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따라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은퇴
도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당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6)
은퇴연령 조정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은퇴연령을 상향한다
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65세로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차 선거 다음 날
인 2022년 4월 11일,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낀다면 2030년까지 개혁
을 완수하고자 밀어부치지 않을 것”이라며 “은퇴연령 65세는 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퇴연령 상향 조정을 2027년에 마무리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존 65세에서

64세로 낮춘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30년까지 은퇴 시점을
65세로 올리는 과정을 2027년경에 종료함으로써 은퇴연령 상향 조정을 64세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내가 민중 선동가라면 ‘은퇴연령을 60세로 낮추자’고 말
했을 것이다 … 하지만 그렇다면 재정 부담은 누가 짊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은퇴연
령 상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르펜 후보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7)

6) L’internaute, “Programme de Marine Le Pen : retraire, immigration, référendum… Le résumé des
mesures”, 2022.4.15.
7) BFM TV, “Réforme des retraites : pour Emmanuel Macron, «les 65 ans ne sont pas un dogme»”,
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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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력 강화 정책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쟁점은 구매력 약화였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프랑스 서민들의 지
갑을 급격히 얇게 만들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22년 4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해 4.8% 치솟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1985년 이후 전례 없는 수
준으로, 대다수 품목에서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부분이 26.5% 뛰어
오르며 급격한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앞서 2022년 3월에 4.5% 증가한 데 이어 물가 오름
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8)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오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
다. 프랑스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이 장
기화되면서 에너지 물가는 올 4월에만 전년동기대비 26.5% 치솟았다. 2022년 식자재 물가
또한 3월 2.9%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3.8%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1
차 선거 당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선거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회 이슈로 “구매력”을 꼽았다. 그 뒤를 이은 “사회 안전망”이 47%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 구매력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지 잘 드러난다.
르펜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을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점에서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강화를
내세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조사에서 르펜 후보에게 표를 던
진 유권자의 72%가 가장 염두에 둔 것으로 “구매력”이라고 답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
한 유권자 중 “구매력”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비중은 49%에 그쳤다.9) 실제 소득수준에 따
라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 월간 순소득 중앙값(2019년 기준 1,940
유로)10) 근사치인 2천 유로보다 하위 소득을 기록한 유권자 중 28.5%가 르펜 후보에게 투표
8) Le Parisien, “Hausse de prix : l’inflation confirmée à 4,8% sur un an en avril, du jamais-vu
depuis 1985 en France”, 2022.5.13.
9) CNEWS, “Sondage : le pouvoir d’achat est l’enjeu qui à le plus compte pour les français au
moment du vote”, 2022.4.10.
10) La Dépêche, “Salaire médian, salaire moyen : c’est quoi la différence et où vous situez-vous
par rapport aux autres?”,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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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한 비율은 17.5%에 그쳤다. 반대로 월간 순소득이 2천 유로를
넘어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한 비율이 31.5%에 달했으나 르펜 후보에게 표를 던진 비
율은 23%였다.
구매력 강화 이슈는 2차 결선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1차 결선
에서 3위를 차지한 좌파 성향의 멜랑숑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상당수가 구매력에 민
감한 하위소득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 표가 르펜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11) 2022년 4월 14일 공개된 한 여론조
사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멜랑숑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중 35%는 2차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겠다고 말했고, 27%는 르펜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12)
르펜 후보가 구매력 강화 공약에 힘을 실었다는 건 공보물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매력 강화
내용을 가장 앞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공약은 각 가정이 매월 평균

200유로가량의 추가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비세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가령 경유와 휘
발유, 가스, 전기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소비세를 20%에서 5.5%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르펜 후보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휘발유 소비세
상승분을 폐기하고 100개에 달하는 생활필수품에 붙는 소비세도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르펜 후보의 구매력 강화 전략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0세 미만 창업주에게는 기업 경영에 따른 세
금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피고용인의 임금을 10% 올려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제도 납입금 면제 등도 내세웠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보물에서 구매력 향상에 관련한 내용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명 “마크롱 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마크롱 보
너스”로 알려진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프랑스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지난 2019년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피고용인에게 최대 1천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득세나 사

11) 20 minutes, “Présidentielle 2022 : Le pouvoir d’achat va-t-il monopoliser le second tour?”,
2022.4.13.
12) BFM TV, “Sondage BFM TV -Présidentielle : l’abstention gagne les électeurs de Mélenchon, le
vote Le Pen en retrait”,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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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부담 사회분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로 2021년 약 400만 명이 평균 506유로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제도를 2022년 3월 말까지 다시 시행했는
데, 기존 1천 유로까지 지원되었던 금액을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 노사 간 합의 등의 조건하
에 2천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13)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시스템을 최대 6천 유
로까지 올려 프랑스인들의 구매력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14)
마크롱 대통령은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는 등 적극 개입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
용 상승세에 급브레이크를 걸기보다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을 내비췄다. 반면 식료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각 가정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식료
품 구매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또 프리랜서군과 관련해 이들의 임금
이 최소한 최저임금(SMIC)에 미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연간 550유로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15)

■ 일자리 정책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결국 각 후보의 일자리 정책과 깊게 관련된다. 은퇴연금 개혁은 물론
구매력 향상을 위해 제시한 세금 감면과 지원 정책 등도 노동현장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일자
리 정책과 관련해 두 후보의 정치적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르펜 후보의 경우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해 온 이민정책 강화와 자국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대략적인 노동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가령 르펜 후보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프랑스 자
국의 농업과 산업, 기업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지향성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원론적으로는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노동권과 노동 의무
13)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a prime exceptionnelle de pouvoir d’
achat”, 2022.1.2.
14) Le Figaro, “Présidentielle 2022 : Emmanuel Macron promet de relever jusqu’à 6000 euros le
plafond de la “prime Macron”, 2022.4.3.
15) Le Figaro, “Pouvoir d’achat : que proposent Marine Le Pen et Emmanuel Macron?”,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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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을 주창한다.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장기 비소득자 정부지원금(RSA)” 지급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
다. RSA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실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당 15~20시간 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
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16)
어느 국가에서나 그렇듯 프랑스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단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
던 은퇴연금 개혁도 여러 변수로 인해 현재로서는 답보 중이다. 또 은퇴연금 연령 상향과 관
련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며 내외 변수에 따라 다시 변동이 있을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르펜 후보를 위시한 극우 세력은 올해 대선에서 거둔 성과를 발판으로 오는 6월
예정된 총선에서 또 다른 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차 결선 후보를 내지 못한 좌파 진
영도 총선 승리를 목표로 재결집에 나서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
정책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권만큼이나 국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좌석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제시한 노동 및 사회 정책의
내용은 앞으로 프랑스 사회의 5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대권의 꿈은 좌절됐
지만 유권자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르펜 후보의 공약은 현재 프랑스의 민심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이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새
로운 정권이 들어선 한국이 사회 및 노동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 참고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6) L’internaute, “Macron-Le Pen : sondages 2022, sondages 2017… Ce qui a changé!”,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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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비공식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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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③ - 브라질

김경란 (브라질 캄피나스 주립대학교(Unicamp) 사회경제와 노동 박사과정)

■ 머리말
높은 수준의 경제의 비공식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브라질 노동시장은 조직화된 공식
부문과 조직화되지 못한 비공식 부문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공식과 비공식을 나
누는 기준을 노동사회보장수첩(CTPS)과 자영자 납세 등록번호(CNPJ) 소유 여부에 둔다. 공
식 부문은 고용관계에 기반한 정규 임금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 전체 취업
자의 40%인 약 4천만 명에 이른다. 비공식 부문은 미등록 자영업자 및 법적 보호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는 임금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의 규모는 약 3,500만 명이며, 임금노동자 중 약

1,500만 명이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다. 한편 공식 부문에서도 아웃소싱이나 간헐적 고용 등
유연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브라질 노동법에서는 공식 고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공식 고용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3년 ILO 제17차 국제노동통계회의의 결정1) 이후 브라질의 비공식 노동은 용어나 범
주에 관한 강조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첫째는 미등록 비공식 기업이나 개
인을 포함하는 전통적 형태의 도시 비공식 부문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세계화 및 경
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아웃소싱, 종속적 자영노동과 같은 고용형태
1) ILO는 노동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으며 비공식의 규
모 및 실태가 측정 가능하도록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가구나 비법인 소규모 영세기업인 경제활동
단위로 비공식 부문을 재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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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면서 일자리 자체에 중심을 두고 비공식 노동의 범주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입장
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흐름에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브라질 통계청과 노동사회
보장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비공식 노동의 규모와 실태를 알아본다.2)

■ 브라질 비공식 노동의 두 갈래
전통적 형태의 비공식 노동
전통적 관점에서의 비공식 노동은 비공식 부문의 자영자 일자리를 말하며, 미등록 영세기업
과 개인의 생산활동에 중심을 두는 전통적 형태로 자본주의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못한 생산
성이 낮은 활동을 지칭한다(Salas, 2003).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인류학자인 키
스 하트가 1971년 아프리카 가나의 도시 지역에서 나타난 고용 현상을 개념화하면서 처음 등
장했으며(Hart, 1973), 이후 1972년 ILO가 발간한 보고서인『 고용, 소득 그리고 평등』에 이 용
어가 담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비공식 부문은 시장 진입의 용이성이나 가족 소유 기
업, 소규모 경영, 노동집약적 방식과 제한적 기술 등의 특징을 갖는 생존형 경제활동 단위를 지
칭했으며,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었던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잉
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다(ILO, 1972). 브라질 학계의 초
기 인식도 이와 비슷해 비공식 부문이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매
트리스”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일자리가 항
상 부족해 실업률이 높았던 브라질로서는 비공식 부문이 활성화되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인 잉여 노동력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전통적인 비공식 부문에는 미숙련 임시직, 가사노동자 및 노점상이 포함되며,3) 발전 과정
2) 브라질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관련 용어는 접근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도시 비공식 부문, 비공식
노동, 불안정 노동, 비공식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공식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3) 노점상은 2018년 기준 23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약 80%는 해당 관청에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미등록 1인 독립 자영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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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슬러올라가면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니캄피 대학 경제
학과의 파울로 바우타르 교수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브라질 정부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경
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으나 서구 유럽과 달리 임금노동의 분화가 덜 완성되었
고 노동은 공식과 비공식 부문으로 분할되었으며, 사회보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구축되지
못했다(Baltar, 2003). 195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임금노동자가 증가했지만 비공식 노
동의 비중도 컸는데, 이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였다. 1940년부터 1989년까지 전
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66.5%에서 23.2%로 감소했고(Dedecca and
Brandão, 1993), 1950년대 이후 30년 동안 농촌에서 벗어난 인구는 약 3,800만 명에 달했
다(Novais and Mello, 1998). 오늘날 브라질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빈민가 파벨
라는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주민들의 대표적인 정착지로, 1990년대까지 도시 인구의

36.7%가 이곳에 살았다. 로코모티바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브라질 인구의 약 8%가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대도시 주변에 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1,700만 명
으로 추정된다(Salles, 2021).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비공식 부문의 또 다른 특징은 인
종과의 연관성이다.4) 다인종 국가인 브라질에서 흑인이나 혼혈 인종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아 계층 상승이 쉽지 않고 저임금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
평등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과도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Cardoso et al., 2016).

새로운 형태의 비공식 노동
1980년대 이후 브라질은 경제성장 침체와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정책
이 본격화되면서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경제발전모델의 해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산업구조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직업 안정성이 낮고 노동법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이 부분적으로
만 제공되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계 일부에
서는 전통적 비공식 부문의 잣대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비공식 부
4) IBGE(2019)에 따르면, 브라질의 인종별 인구 비중은 백인 42.7%, 흑인 9.4%, 혼혈 인종 46.8%, 황인종
1.1%이다. 브라질의 인종 간 비교는 경제, 사회 및 노동시장 불평등을 분석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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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논쟁에 불을 지폈다. 국제적으로는 ILO에서의 논의도 국내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ILO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비공식 부문을 정의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비교 측정이
가능한 “국제 표준화”에 실패하자 1993년에 개최된 제15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가구나 비법인 소규모 영세기업인 경제활동 단위로 비공식 부문을 재규
정했다(ILO, 2000). 나아가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 목표를
선언한 이후 2003년에는 비공식 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비공식 부문
을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공식 부문에 속하더라도 노동법과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보호를 받
지 못하면 비공식 고용으로 규정했다(ILO, 2003).
비공식에 대한 브라질의 논쟁은 주로 브라질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화를 둘러싼
쟁점으로부터 출발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상파울루 대학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카씨아말리 교
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혁 및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
다며 이를 “비공식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했다(Cacciamali, 2000: 154). 또한 카씨아말
리 교수는 비공식 노동의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학계 주류를 형성했던 저개발국가론을 반박
하고 브라질의 자본주의 현대화 과정을 강조한 접근법을 택했다. 비슷한 입장을 펼친 우니캄
피 대학의 조제 크레인 교수와 마르셀로 프로니 교수는 노동시장 특성과 고용구조 변화에 따
라 브라질에도 위장된 고용 관계나 아웃소싱, 인턴십, 시간제 및 기간제와 같은 고용이 증가
하고 있다며 이들을 새로운 비공식 노동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했다(Krein and Proni, 2010).
한편 상 카를로스 대학의 에두아르도 과루티 노롱야 정치학 교수는 브라질 노동시장에는 공
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공정과 불공정 등 세 가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생산 조직의 새로
운 형태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고용형태를 “비정형 계약”으로 정의했다(Noronha,

2003: 124). 그는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비공식 논쟁을 경제적 시
각 이외에 고용계약에 관한 법과 제도로 확장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흐름은 근본적으
로는 개발주의 경제학을 뛰어넘어 브라질 자본주의와 노동시장 구조를 새롭게 재조명하려
는 시도이자 비공식 노동을 전통적 형태로만 다루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였다. 이러
한 입장을 대표하는 우니캄피 경제연구소의 루드밀라 코스텍 아비리오 교수는 브라질 자본
주의 현대화 과정의 특징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면서 전통적 비공식 부문이 노동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우베리자싸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차별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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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ílio, 2020).5)
지금까지 비공식 노동의 두 갈래 논쟁을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전통적 비공식 부문의
다수는 도시 빈곤층 자영업자이며, 새로운 비공식 고용 종사자는 1990년대 이후에 증가하며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이다. 일자리의 속성만 놓고 보면 국가
나 법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식 부문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동일하지만 비공식 부문
의 노동자는 종사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비공식 노동의 규모와 실태를 알아보겠다.

■ 비공식 노동의 규모와 실태
취업자 구성
브라질 통계청(IBGE)이 실시하는 전국가구표본조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및
고용 동향 지표를 제공한다(IBGE, 2021). <표 1>을 보면 14세 이상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은 임금노동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약

8,600만 명이다. 그중 임금노동자는 5,700만 명으로 약 66%를 차지했다. 자영자의 경우 고
용원이 있는 자영자가 430만 명으로 4.7%를 차지했고 고용원이 없는 1인 독립 자영자는

2,200만 명으로 26.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90만 명(2.3%)으로 집
계됐다.

5) “우베리자싸웅(Uberização)”은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에서 파생된 용어로 노동법의 권리가 제한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지칭하며, 아비리오 교수가 처음 사용하면서 대중 용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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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4세 이상 취업자 구성비(2020년)
(단위 : 천 명, %)
취업자
86,053(100.0)

전체

57,341( 66.6)

임금노동자
고용원 있는 자영자

4,030( 4.7)

고용원 없는 자영자

22,720( 26.4)
1,963( 2.3)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IBGE(2021), 필자 재구성.

산업별 취업자 구성
브라질은 커피 및 사탕수수 생산 등에서 세계 최대 농업국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산업구조는 선진국과 유사해 전반적으로 1, 2차 산업의 비중이 작고 3차 산업이 성장세에 있
다. 산업별 종사자 구성을 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10%에 못 미치고, 제조
업 및 건설업 종사자를 합한 비중도 20% 미만이다.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줄고 상업 및 공공, 민간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
<표 2> 산업별 취업자(2020년)
(단위 : 천 명, %)
산업별

14세 이상 취업자

전체

86,053(100.0)

농림수산업

11,017( 12.8)

건설업

5,861( 6.8)

상업,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 수리 보수

15,977( 18.6)

운수, 우편통신

4,399( 5.1)

숙박 및 음식점업

4,325( 5.0)

정보통신, 금융 및 부동산업, 전문행정업

10,252( 11.9)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의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6,532( 19.2)

기타 개인서비스업

4,304( 5.0)

가사 서비스업

5,097( 5.9)

자료 : IBGE(2021),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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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약 70%에 이른다.

비공식 노동
비공식 노동 규모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 통계청의 기준은 노동사회보장수첩(CTPS)과 자영자 납세 등록
번호(CNPJ)이다.6) 노동수첩을 소지한 공식 부문 임금노동자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모두 적용
받으며, 노동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시간제, 기간제 및 간헐적 고용도 법적으로는 공식 노
동에 속한다. 통계상 비공식 노동은 노동수첩 미소지자인 민간 및 공공 부문 임금노동자, 미등
록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공식 노
동은 3,500만 명으로 40.2%를 차지하며 이 중 비공식 임금노동자는 약 1,500만 명이다. 공공
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비공식 고용 비중이 적은데 이는 군인 및 법정 공무원 840
만 명이 공식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가사노동자는 505만 명이지만 그중 공식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약 360만 명이 비공식 노동 종사자이다. 사회보험 적용되지 않는 고용원 없는
1인 독립 자영자 중 비공식에 속하는 자영자는 약 7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 2020년 기준 취업자 중 비공식 노동 비중
(단위 : 천 명, %)
종사상 지위

임금노동자

자영자

공식

비공식

공공부문

12,001(100.0)

9,653( 80.4)

2,347( 19.6)

민간부문

40,290(100.0)

30,625( 70.6)

9,665( 24.0)

가사노동

5,050(100.0)

1,411( 27.9)

3,639( 72.1)

고용원 있음

4,030(100.0)

3,329( 82.6)

701( 17.4)

고용원 없음

22,720(100.0)

5,378( 23.7)

17,342( 76.3)

1,963(100.0)

-

1,963(100.0)

무급가족노동

전체

자료 : IBGE(2021), 필자 재구성.

6) 브라질에서 피고용인은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노동사회보장수첩(CTPS)을 소지하며, 수첩에는 노동법
에서 정한 직종, 급여, 채용일, 계약기간,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인은 이 기록을 노동부 산
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자영자 납세 등록번호(CNPJ)는 법인이나 1인 독립 자영자에
게 연방 국세청이 부여하는 등록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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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 간의 임금 격차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의 임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의 임금
격차는 1.5~2배가량이다. 이를 평균임금으로 추산할 경우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 공식 노동
자가 받는 법정 수당과 퇴직급여, 해고수당, 사회보장 급여 때문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의 격차도 커서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평균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의 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등록 1인 독립 자
영자와 가사노동자의 소득이 제일 낮다. 취업자 중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비중은

40.3%로 약 3,400만 명에 이른다.
<표 4>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의 월 임금 현황(2020년)
(단위 : 헤알)

민간 부문
임금노동자
가사노동자

공공 부문

자영자
1인 독립 자영자

취업자

임금

전체 평균

2,444

공식(노동수첩 소지자)

2,357

비공식(노동수첩 미소지자)

1,622

공식(노동수첩 소지자)

1,315
788

비공식(노동수첩 미소지자)
공식(노동수첩 소지자)

4,041

군 및 법정 노동자

4,457

비공식(노동수첩 미소지자)

2,081

등록(CNPJ 소지자)

6,938

미등록(CNPJ 미소지자)

4,013

등록(CNPJ 소지자)

3,103

미등록(CNPJ 미소지자)

1,430

주 : 1헤알=약 246원(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료 : IBGE(2021).

<표 5> 2020년 기준 취업자 중 사회보험 미적용 비중(2020년)
(단위 : 천 명, %)
취업자
전체
사회보험 수급자

55,650( 64.7)

사회보험 미수급자

34,674( 40.3)

자료 : IBGE(2021),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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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공식 고용형태
노동사회보장부는 매년 연간사회정보를 발표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비공식 고용형
태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표 6>에서 “기타”로 분류된 기간제, 임시 파견,
프리랜서, 간헐적 고용 등은 새로운 비공식 고용형태로 약 180만 명이다. 여기에 공식 고용
<표 6>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현황(2020년)
(단위 : 명)
고용형태

종사자 수
44,970,490

공식 고용
노동수첩 소지자

35,825,987

무기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811,761

유기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법정(지자체, 주, 연방) 공무원

8,332,742

기타(새로운 비공식 고용)

1,831,319
수습생1)

372,076

지자체 계약직

193,225

임시파견직2)

275,967

주 정부 계약직

173,998

기간제3)

148,170

프리랜서

47,086

TMP 기간제4)

36,599

계약직 임원

18,565

간헐적 노동5)

199,064

파트타임6)

366,569

주 : 1)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14~24세의 청년으로 법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미성년자 수습생으로 일할 수
있음.

2) 임시파견은 일시적인 필요나 계절적 요인이 발생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연속 여부와 관
계없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3) 최대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이후 고용 계약이 종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6개월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4) 기간제 고용계약 형태와 유형은 같지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음.

5)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급여와 노동법적 권리는 해
당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됨.

6) 주당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할 수 없거나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 주 26시간의 단시간 일자리를
가리킴.
자료 : Ministério do Trabalho e Previdência(2020),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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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약한 유기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26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한다. 실제로 2020년 브라질 임시직노동협회(Asserttem)가 발표한 임시파견 노동자는

200만 명이 넘었다(CUT, 2021).

■ 맺음말
브라질 노동시장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이다. 전체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낮은 소
득과 취약한 사회안전망, 열악한 노동조건을 갖는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다. 비공식 노동을 경
제적 맥락에서 봤을 때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비공식 부문이 점차 축소
되고 공식 부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러한 예측이 들어맞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화와 도시화의 유산인 도시 비공식 부문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존재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고용계약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비공식 노
동은 내부 구성이 복잡하고 용어나 범주 또한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 고용”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저임금 비공식 노동자가 증가하
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제도적 보호 방안도 중요하게 대
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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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애플, 대면근무 확대 계획 연기
애플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시 증가하

상황에서의 대안적인 근무형태로 떠오르고 있는데,

면서 주 3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고정 출근 예

애플뿐 아니라 구글 역시 원칙적으로 주 3일 대면

연기했다.1)

아울러

근무를 내세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

공용구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도 다시 부

게 자체적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개발할 수

활시켰다.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이었던 대면근무 확대 계획을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6만 5천 명의 애플 노동자

이러한 근무형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애플 노동

중 대다수는 원격으로 근무해왔고 애플은 일터복귀

자의 반응은 좋지 않은 듯하다. 직원의 76%는 일터

계획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팀 쿡 대표가 대면근

복귀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표현할 만큼 여

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터로의 복귀가 추진

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2) 2022

되었고, 마침내 단계적 일터복귀 계획을 포함한 하

년 5월 초 애플 경영진에 보낸 서한에서 직원들은

이브리드 근무 계획에 따라 2022년 4월 11일부터

일터복귀 정책이 “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동

주 1회 출근이 시작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5월 23

자들의 자율성에 대한 두려움, 통제를 잃는 것에 관

일부터 주 3일 대면근무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두려움”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이 정책이 생산

팬데믹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연기된 것이다. 이

성을 제한하고 다양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렇듯 대면근무와 재택근무가 혼재된 모델이 팬데믹

표했다.

1) The Washington Post, “Apple Delays Plan to Require Workers in the Office Three Days a Week”,
2022.5.17.
2) Fortune, “Just Weeks after Returning to the Office, Many Apple Workers are Unhappy and Ready to
Quit”, 2022.5.3.

미국 : 연방노동관계위원회, 노조 조직화 투표 부결된 스타벅스에 노조 인정 요구할 듯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스타벅스로 하여

럼에도 노조를 인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금 버팔로 지역 매장의 노조를 인정하도록 명령을

다. 사용자 측에 대한 고소장에는 스타벅스 측이

전해졌다.1)

2021년 해당 매장

노조 조직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거나 보

에서 치러진 노조 조직화 투표가 부결되었지만 그

복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노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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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 조직을 저지하

노조 조직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기 위해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는

NLRB의 변호사였던 매튜 보디는 NLRB의 움직임

노동자를 감시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매우 공격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범위 내에 속

NLRB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노동자들이 노조 조

한다고 보았다.

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공정한 선거를 치를 기회를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NLRB의 주장은 거짓

보장받지 못했고, 그 해결책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이라며 향후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

교섭 명령을 내릴 것을 제시했다. 버팔로 지역의 다

다.

른 매장에서는 사용자 측이 외부 노동자를 활용해

1) The New York Times, “Labor Board Seeks Unionization at Starbucks Where Union Lost Election”,
2022.5.20.

미국 : 게임회사 에픽게임즈, 노동운동 활동가 차별 혐의1)
전 액티비전 블리자드이자 애플 직원이기도 했던

험 등을 제출했다. 이틀 후 스칼렛은 에픽게임즈로

쉐르 스칼렛이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게임 회사 에

부터 다른 후보가 최종 채용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픽게임즈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최

되었다. 스칼렛은 이것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근 직원 채용에서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자신의 노

보고있다.

동운동에 참여한 이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엘카 룩스 대변인은 스칼렛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스칼렛

활동 경력은 이미 이력서가 기입된 웹사이트에 소

은 에픽게임즈의 직원 채용과정에 지원한 후 지난

개되어 있었으며 이는 채용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

2021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총 네 번에 걸쳐 채용

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에서는 고득점자를 채

면접을 진행했다. 당시 회사에서는 스칼렛에게 향

용하는 합리적인 경쟁 절차를 도입했을 뿐이며, 단

후 회사에서 맡게 될 업무와 중첩될 만한 활동 이력

순히 추가적인 문서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채

에 관한 문서를 요청하였다. 이에 스칼렛은 애플에

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서 근무하던 당시 동료 직원들에게 “애플 투게더”

현재 NLRB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라는 노동운동 단체에 대해 자문을 해왔던 것과 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

당노동행위에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증언을 한 경

직 공식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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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Washington Post, “Ex-Blizzard, Apple Employee Files Labor Complaint Against Epic Games”,
2022.4.28.

미국 : 바이든 정부, 친노동 행보 재개1)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된

아니라 최근 심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

국제전기노동자형제단(IBEW)의 정기 총회를 방문

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을 전통적 지지

하여 공화당이 중산층을 외면했던 것과 달리, 현 정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입지에

부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족들을 반드시 지지하고

도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의 친노조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노

이와 같은 행보는 최근 민주당에서 커지고 있는

동자 유권자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지지층 이탈에 대한 고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조직화를 이

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드러났듯, 오하이오를

끌고 있는 크리스 스몰스를 비롯한 스타벅스 노조

비롯한 여러 주에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

조직가 등을 백악관에 초빙하여, 현 정부가 노동에

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유무역 반대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연일 노

메시지가 노조에 소속된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력하고 있다.

일으키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뿐만

1) The Hill, “Biden Leans into Labor amid Midterm Fears over Workers”, 2022.5.14.

미국 : 유통체인 크로거, 아동노동법 위반으로 벌금1)
미국 식료품 유통체인 크로거 사가 아동 노동법

축기에 물건을 싣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기계를 작

위반으로 약 1만 4,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

동시키도록 열쇠까지 지급했다. 미국 공정근로기준

하게 되었다.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경우 노동을 하는 것 자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사우

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스에이븐에 소재한 크로거의 한 지점에서 16, 17

쓰레기 분쇄 압축기와 같은 위험한 장비에 무언가

세 가량 되는 미성년자 세 명에게 쓰레기 분쇄 압

를 싣거나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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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에 따르면 학기 중 미성년자는 하루에 최대 세

프레드 마이어 사는 총 5만 5,440달러의 벌금을 지

시간, 일주일에 최대 1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

불하게 될 예정이다.

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점에서는 15세의 미성년

노동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2,800건이 넘는

자가 이 기준을 넘어 노동한 사례 또한 보고되었다.

위법적 미성년자 노동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미

이에 따라 크로거는 총 1만 3,673달러의 벌금을 지

국 노동부 관계자는 “아동 노동법은 어린 노동자들

불하게 되었다.

이 안전과 교육에 차질 없이 값진 근로경험을 가질

유사한 사례로, 포틀랜드에 위치한 크로거의 자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미성년

회사인 프레드 마이어의 세 지점에서도 아동노동법

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이 지점들은 미성년자에게

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

상자 포장기계에 짐을 싣게 했는데, 노동부는 이 또

다.

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1) Business Insider, “Kroger Store Broke Child Labor Laws on Hours, Hazardous Machinery : DOL”,
2022.5.18.

독일 : 노동시장 회복세 지속, 실업률 감소 및 구인 증가
2022년 상반기 독일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회복

의 만성적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노동청은 4월 실업자 수가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의 직업교육 지원자는

230만 9천 명을 기록하여, 3월에 비해 5만 3천 명

33만 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천 명이 감소했다.

이 감소했고 2021년 4월에 비해 46만 2천 명이 감

연방노동청은 이들 중 18만 2천 명이 원하는 직업

소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은 5%를 기록하여 전월

교육 또는 그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비 0.1%p, 전년대비 1%p 감소했다. 데트레프 쉘

현재 등록된 직업교육 자리는 46만 6천 개로, 이 중

레 연방노동청장은 “봄의 활기와 코로나19 제한조

29만 1천 개가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2)

치 완화에 따라 노동시장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지

연방노동청이 발표한 2022 년 4 월 구인지표

만,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BA-X-Stellenindex)는 138점으로 3월에 비해 2

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1)

점 증가, 2021년 4월에 비하면 33점이 증가하여

한편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

연방노동청이 2005년 최초로 해당 지표를 발표한

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직업교육시장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숙박업 등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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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제한조치 종료의 영향을 받은 부문에서 활발

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경기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

하게 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

다고 지적하며, 이민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신속

팔렌 주지사 대변인인 요하임 슈탐프는 여러 부문

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

1) Tagesschau, “Erholung trotz Ukraine-Krieg : Arbeitslosenquote sinkt auf 5,0 Prozent”, 2022.5.3.
2) Haufe, “Ukraine-Krieg kann deutschen Arbeitsmarkt nicht erschüttern”, 2022.5.5.
3) Tagesschau, “BA-X-Index so hoch wie nie : Arbeitskräfte bleiben gesucht”, 2022.5.2.

독일 : 우크라이나발 물가상승 및 경제침체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

금지가 이루어진 뒤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성과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독일의 물가가 급

라고 우려하면서도, 독일이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등하고 있다. 연방통계청은 2022년 4월 소비자물

에너지 종속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전쟁 시작 전

가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50% 이상이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35%로 줄

이는 독일 통일 이후 최고 수치이고, 구 서독 기준

어들었다.”라고 밝혔다.3)

으로는 1981년 가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 경제에 미치

방정부는 2022년 평균 6.1%의 물가상승률을 예상

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연히 줄어든 해외수주량에서

최고치이다.1)

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산업계는 전쟁 발발 이후

전문가들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상승이 오

예상하지 못했던 수주 감소를 겪고 있다. 연방통계

래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청에 의하면 기업들의 해외수주량은 전쟁이 시작된

상품가격 인상과 소비자의 구매력 위축을 우려하고

직후인 2022년 3월 들어 전월대비 4.7% 감소했다.

있다.2)

연방경제부는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수요에 영

하고 있는데, 이 역시 1981년 이후

로베르트 하벡 연방경제부장관은 2022년 상반

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현재로서는 추후 몇 달간

기 경제전망 발표에서 2022년 경제성장률이 1월

의 전망도 어두워 급격한 회복은 기대되지 않는다.”

연간경제보고에서 발표한 3.6%보다 1.4%p 감소한

라고 예상했다. VP은행의 경제분석가인 토마스 기

2.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러시아산 원료

첼은 “이번 여름은 독일 경제에 있어 목마른 계절

수입금지가 고려되지 않고 계산된 잠정적인 수치

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침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

임을 강조했다. 하벡은 “EU의 러시아산 원료 수입

다고 경고했다.4)

1) 2021년 물가상승률은 3.1%, 2020년은 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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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gesschau, “Anstieg von 7,4 Prozent : Höchste Inflationsrate seit 1981”, 2022.4.29.
3) Tagesschau, “Konjunkturprognose : Ukraine-Krieg dämpft Wirtschaftswachstum”, 2022.4.27.
4) Tagesschau, “Rezessionsgefahr steigt : Krieg lässt Industrieaufträge einbrechen”, 2022.5.5.

독일 : 연방노동사회부, 노동4.0 후속 사업 진행경과 발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지난 2016년 노동 4.0

행하였던 “기업가치 :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의 일

백서 발간 이후 백서에 포함된 노동 관련 사업 및

환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업가치 : 사람” 사업 역시

산업 4.0과 연계된 후속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러

지역별 미래센터와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말까

한 사업들 중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

지 그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독일에

에서 중소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소재하여 2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

업도 주요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였다. 독일 연방

이 250명 이하인 중소기업 중, 연 매출이 5천만 유

노동사회부와 자금 지원을 담당한 유럽사회기금

로 미만이거나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

(ESF)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개

로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과

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 및 소속 직원

관련하여 2022년 현재 연방 전체적으로 총 76개

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의 1차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723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및 직원교육을 지원하였

의 상담지원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을

던 지역별 미래센터 사업을 2022년 12월 31일까

통해 제공되는 컨설팅은 2022년 12월 말로 종료될

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지역별 미래센터

예정이며, 따라서 자문비의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

를 통한 지원 사업은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

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 사업의 운영 경과를 바

애초에 이 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2014

탕으로 연방노동사회부는 2019년 이후 확보한 경

년까지 유럽사회기금(ESF)의 지원을 받아 연방노

험과 자료 등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보고서로도 출

동사회부에서 동일한 프로젝트 명으로 시범 운영하

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

였었는데, 이 기간 동안 총 30개의 지역에서 36개

아니라 2023년 초부터 4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하

소의 1차 상담센터가 운영된 바 있고 약 3천 개의

여 동일한 내용의 후속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

회사가 1차 컨설팅을 제공받았으며 그중 95%가 2

이다.1)

단계의 심층 컨설팅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

이 지역별 미래센터의 경우 큰 틀에서는 노동 4.0

범 운영 단계를 거쳐 노동 4.0의 녹서가 발표된 이

내지 산업 4.0의 후속사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의

후인 2015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가 시

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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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업 기간이었고, 2차 사업 기간은 2022년 말

소기업의 기술 향상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시행되

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었던 지원 사업이 2차에 걸쳐 연속성을 가지고 이

기민당의 메르켈 정부하에서도 연방노동사회부

어올 수 있었던 것이나 새로운 정부에서도 동일한

장관직은 2013년 이후 사민당 소속 의원들이 담당

내용의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하였으며, 현 노동사회부 장관인 후버투스 하일의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의 정치적인 안정성이 주요한

경우 이전 정권에서 지명되어 연속성을 가지고 업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를 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중

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ESF- und Bundesprogramm “Zukunftszentren ”,
2022.5.9.

독일 : 단체협약 적용률, 예년 수준 유지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가 매년 약 1

비율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만 6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

다. 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산업별 단체협약

적 노사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

과는 달리 구 동독 지역이 구 서독 지역보다 높은

년 독일의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예년과 비슷

적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의 경우 구 서독

한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구 동

지역의 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9%, 구 동독 지

독과 서독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는

역은 11%로 나타났다.

데, 구 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약 45%, 구 동독 지역

어떤 형식이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

은 약 34%의 노동자가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은 노동자의 비율은 구 서독 지역이 46%, 구 동독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구 서독 지

지역이 55%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에 약 9%의

역이 45%, 구 동독 지역이 32%였던 것과 비교하

격차를 보였다.

면 구 동독 지역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다소 증가하

또한 단체협약 적용률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감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단체협약 적

IAB의 수잔나 코하우트 연구원은 2021년에 산업

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난 산업 분야는 공공행정 및

별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사회보장 서비스 분야로 그 적용률이 약 79% 수준

평가하였다.

에 달하였다. 반면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약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15%의 노동자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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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단체협약 적

이 39% 수준으로 2020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

용률에 해당하였다. 다만 정보·통신 분야의 단체협

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평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약 적용률은 지난 2019년 11%였던 것에 비해 약

속한 노동자 비율의 동·서 지역 간 격차는 2016년

4% 증가하였다.

에 약 9% 수준이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그 격차가

5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노사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

계의 당사자인 사업장 평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년에 들어 이 격차가 약 4%에서 약 5%로 다소 증

속한 노동자의 비율을 2021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

가하면서 감소 추세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

대로 살펴보면, 구 동독 지역이 34%, 구 서독 지역

다.1)

1)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Tarifbindung nimmt in Deutschland weiter ab”,
2022.5.17.

영국 : 존슨 총리, 중앙정부 공무원 수 20% 감축 지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내각 각료들에게 중앙정부

보수당 내각에서는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통해 추

공무원 수를 3년 내에 2016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근 대두되고

지시했다.1)

이는 보수당 정부

있는 생계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율인하 등의

가 전체 47만 5천 개의 중앙정부직 중 20%인 9만

추가적인 대책을 대놓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반면

1천 개 직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개혁을 추진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조직 축소안의 실효성에 대

자 함을 의미한다. 존슨 총리는 이번 축소안이 최근

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에 관해 셰필드 대학 회계

수백만 명의 영국인을 빈곤위기로 몰고 있는 생계

학 전공의 리차드 머피 교수는 “고용을 축소한다고

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데

해서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인원감축은

일리 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존슨 총리는 “전 국가

그저 일부 사람들2)이 겪는 생계비 위기를 크게 악

적으로 개인들과 기업들이 치솟는 물가문제에 마주

화시킬 뿐이다. 해고위기를 겪지 않는 나머지 사람

할 때, 시민들은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

들은 해고될 공무원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누리

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리라 기대합니

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의 생활수준 또한 악화될 것

다.”라고 말했다.

이다.”라고 말했다.

방안을 마련할 것을

1) The Guardian, “Boris Johnson Calls for 90,000 Civil Service Jobs to Be Cut to Free Up Cas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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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d on Tax Cuts”, 2022.5.13; The Guardian, “Civil Service Union Warns of Strike over Boris
Johnson’s Plan to Cut 91,000 Jobs”, 2022.5.13.
2) 저자 주 : 해고될 공무원들을 가리킴.

영국 : 상위 1% 근로소득자의 급격한 임금상승, 임금불평등 악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
영국에서 1970년대 이래 최대의 구직난이 지속

10%의 증가분은 0.1%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근로소득 노동자의 임금

IFS의 분석내용은 임금상승분이 급격한 물가상

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게

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수백만 명의 영국인이 빈곤

상승하면서 영국의 임금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금융인, 변호

분석이 제시되었다.1) 영국 재정연구소(IFS)에서 최

사, IT 전문가 등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은 오히려 실

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으

질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

로 임금이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임금구간별 상승

다. 이와 관련하여 IFS 샤오웨이 쉬 선임연구원은

폭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IFS 측의 설

“임금소득 구간별 소득증가분의 차이는 팬데믹이

명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소득 직종에서 직원들의

시작된 이후로 확대되어온 임금불평등 문제를 더욱

퇴직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악화시킨다. 최하위 소득 노동자의 임금증가분이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상위 1% 노동자

가장 컸던 팬데믹 이전 시기와는 대비된다.”라고 설

의 근로소득은 2.3%나 증가했다. 반면 구직난에도

명하였다.

불구하고 중위 소득자의 임금증가치는 0.5%, 하위

1) The Guardian, “UK Pay Hit by Inflation but Unemployment Falls to 48-year Low”, 2022.5.17; The
Guardian, “Biggest Boom in City Bonuses for Years Risks Driving Up Inequality, Says IFS”, 2022.5.4.

프랑스 : 미숙련 여성 노동자, 비정형 노동시간 노출 증가
프랑스인구통계학연구소(INED)가 2022년 4월

동자가 비정형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진

26일 발간한「 인구와 사회」4월호 보고서에 따르

것으로 나타났다.1) 비정형 노동시간은 토요일과 일

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미숙련 여성 노

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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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동시간이 아닌 주말 또는 늦은 저녁이나 이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2013년

른 아침에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형 노동 정도가 36%였던 것이 2019년 들어

비정형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데

35%로 미세하게나마 줄었다. 여성의 경우 비정형

에는 노동자의 직책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

노동 정도가 2013년 37%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

났다. 실제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간부 직급

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여성일 경우 주말 노

인 경우 비정형 노동을 제공하는 정도가 23% 줄어

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근무를 하

들었으나,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11%가 증가했다.

는 남성 노동자는 2013년 23%에서 2019년 22%

이 같은 경향은 남성 노동자층과 비교해 보면 더 두

로 조금 줄어들었으나 여성 노동자의 경우 29%를

드러진다. 남성 관리자 직급의 경우 같은 기간 비정

유지했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같은 기간 여성 노동

형 노동시간이 14% 줄어들었지만 미숙련 남성 노

자의 경우 14%에서 15% 상승했으나 남성은 12%

동자층 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에서 11%로 하락했다.

반면 성별에 따른 비정형 노동시간 노출 정도

1) INED, “Horaires atypiques de travail : les femmes peu qualifiées de plus en plus exposées”,
Population & Sociétés , No. 599, 2022.4.26.

프랑스 : 천 명 이상 고용 기업, 2031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 40% 못 채우면 법적 제재
프랑스 언론 프랑스앵포의 2022년 5월 10일 보

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업장의 경영

도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는 기업 내 여성 임원

진 남녀 비율을 공개하며, 관련 정보는 매년 3월 1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일명 “릭생법”의

일 새로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직 경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밝혔다.1)

영진은 반영되지 않으며 해외파견 임원진은 포함된

직업 및 경제적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다.

으로 하는 릭생법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국회

의무화된 여성 고위 경영진 비율을 지키지 못할

를 통과했으며, 경영진의 여성 비율을 2026년까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먼저 2026년까지 법으

30%, 2029년까지 40%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로 규정한 여성 임원 비율 30%를 달성하지 못했을

한다. 해당 법은 최근 3년간 천 명 이상의 피고용인

때 기업은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을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2029년에도 30%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2년

프랑스 노동부는 이 법안에 따라 2022년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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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40%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

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우 해당 사업장의 임금 총액 및 수입의 1%에 달하

1) Franceinfo, “Des sanctions financières pour ceux qui n’appliqueront pas les quotas de femmes dans
les hautes sphères des entreprises”, 2022.5.10.

프랑스 : 산업재해 사망사고율, 지난 10년간 상승세 유지
2022년 4월 28일 유럽노동조합연맹(CES)이 공
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보고에 따르면, 프랑

동자 10만 명당 3.53명꼴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 내 가장 높은 수치이다.2)

스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내 산재 사망률을

연맹이 공개한 자료를 두고 카미유 프라델 변호

기록했다. 이날 연맹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노동

사는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적용

자의 산업재해 사망을 종식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

기준이 타 회원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표했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의 주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변국에 비해 노동자의 사망률이 비교적 높다는 점

감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

이 밝혀졌다. 유럽통계청(Eurostat)이 제공한 데이

한 바 있는데, 임시직과 계약직을 비롯하여 프랑스

터1)를

살펴보면 2030년까지 폴란드는 563명, 독

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일의 경우 3,143명의 사고사가 예측되는 반면, 프

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이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

랑스에서는 약 8천여 명의 사고사가 추정됐다. 지

대 산업재해 사고의 약 15%가 고용 후 첫 3개월 이

난 10년간 EU 회원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대

내에 발생하며 사고사망자의 4분의 1이 근속 1년

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

미만의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재 사망사

랑스는 2010년 537건에서 2019년 803건으로 오

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하기로 했

히려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노

다.

1) La 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syndicats(2022), “30.000 décès au travail évitables de plus d’ici à
2030”, https://www.etuc.org/fr (2022.5.14).
2) Le Monde, “En France, le mauvais bilan des accidents du travail mortels”,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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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5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주거난 및 취업난 겪어
2022년 4월 22일에 공개된 프랑스 내무부 통계1)

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내에서 우크라이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프랑스로

나 이주민은 2022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취업 허

이주해온 난민은 지금까지 약 5만 명으로, 난민 중

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

되어 구직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됐다. 이처럼 난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수용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

방안을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4월 1일 엘리자베스

되고 있지만, 주거공간 확보와 언어장벽 문제는 신

보른 당시 노동부 장관은 약 600여 개의 민간 기업

규 이민자를 고용하는 데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

과 연계해 7천 개의 일자리를 난민 대상으로 창출

다.2) 먼저 주거 문제의 경우에는 여성과 아동에게

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부문으로는 주로 호텔업계

안정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이 미비한

나 요식업이 논의됐으며, 장관은 향후 난민의 일자

상태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학습 방안 또한

리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두고 프랑스로 이주한

였다.

난민의 취업을 돕는 민간 협회인 코디코의 루시 멜

인력서비스 기업인 아데코는 1,300개의 기업과

리 대변인은 가사 도우미나 청소부 등 저숙련 이주

협력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유럽 차원의 새로

노동자의 생활 적응, 임금 개선 및 사회 통합을 위

운 채용 플랫폼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지

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까지 약 4천여 명의 난민이 유럽 내에서 일자리

1) Le Ministère de l’Intérieur(2022), “Foire aux questions - Accueil des réfugiés ukrainiens”, https://
www.interieur.gouv.fr (2022.5.10).
2) Le Monde, “Barrière de langue, difficultés liées au logement, surdiplômés... Les réfugiés ukrainiens
à la peine dans la recherche d’emploi en France”, 2022.4.29.

일본 : 노동시장 미스매치 증가
일본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가 커지고 있다. 후

해 약 195만 6천 명이었다. 반면 2021년도 취업건

생노동성이 공표한 2021년도 월평균 유효 구인수

수는 약 10만 4천 건으로, 1.5% 증가하는 것에 그

는 전년대비 9.5% 증가해 약 226만 6천 명이었으

쳤다. 이처럼 구인이 늘어도 구직자가 줄지 않고 취

며, 2021년 유효 구직자 수는 전년대비 3.9% 증가

업건수가 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가 산업별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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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영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19년 3월

식음료 산업 등에서 많고 이들이 곧바로 제조업이

과 비교하여 2021년 3월의 신규 구인수는 제조업

나 디지털 산업 등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

과 정보통신업에서 각각 32.4%와 4.0% 증가하였

장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으나, 소매업과 식음료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7.6%

의 담당자는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3월에

와 1.3% 감소하였다. 즉 현재 채용이 활발하게 이

는 휴업자 수가 243만 명으로 다른 때보다 많은 상

루어지고 있는 산업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상대적

황이지만, 휴업자가 노동시장 미스매치에 따라 전

으로 적게 받은 디지털 산업과 제조업 등의 산업이

직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

다. 하지만 구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고 설명하였다.1)

1) 朝日新聞,「 求人回復でも、就職件数は横ばい 転職市場でミスマッチ」, 2022.4.26.

일본 : 지난 25년간 연간 가구소득 크게 감소
내각부에서 일본의 연간 가구소득이 지난 25년

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내각부에서 총

에는 200만 엔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

무성의「 전국가계구조조사 」와「 전국소비실태조

직에게는 “가구소득 300만 엔의 벽”이 존재한다는

사」를 토대로 1994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구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연간 소득

또한 25~34세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가

중앙값이 1994년에는 550만 엔이었으나 2019년

구소득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

에는 372만 엔으로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의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소득의 중앙값이 감소하였

대졸 초임 평균은 남성이 21만 2,800엔, 여성은 20

으며 특히 35~44세, 45~54세의 연령층에서 감소

만 6,900엔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5년 전인 1994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35~44세에서는 1994년

년에 비해 남녀 모두 약 10% 증가한 것이다. 하지

569만 엔에서 2019년 465만 엔으로 104만 엔이

만 청년층의 초임이 이렇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감소하였으며, 45~54세에서는 697만 엔에서 513

고, 25~34세 연령층의 가구소득 중앙치는 1994년

만 엔으로 184만 엔이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

405엔에서 2019년에는 351엔으로 50만 엔이 넘

다. 35~44세 연령층 중 단독가구의 가구소득을 검

게 하락하였다. 25~34세 연령층에서도 단독가구만

토하면, 1994년에는 500만 엔대의 비중이 가장 높

을 보면, 현재에도 300만~400만 엔의 비중이 가장

았으나 2019년에는 300만 엔대의 비중이 가장 높

높긴 하지만 그 비중이 60%대에서 50%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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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200만 엔대와 500만 엔대의 비중이 증

포를 살펴보면, 맞벌이 비율은 높아졌지만 배우자

가하면서 양극화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

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가구소득 양극화가

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소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배우자가 많

득층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은 경향은 지난 25년간에도 거의 다르지 않지만 부

마지막으로 내각부는 육아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

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는 정규직인 배우자의 비율

대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세대에

이 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부뿐인 세대와 육아

해당하는 49세 이하 가구에 대해 배우자의 소득 분

세대의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1)

1) 毎日新聞,「 政府も認めた「 賃金上がらず結婚できず」の厳しい現実」, 2022.4.30.

브라질 : 공공부문 여성 노동자, ILO 협약 제190호 비준 투쟁 시동
브라질 공공부문 여성 노동자들이 ILO 협약 제

젠더 폭력 및 인종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성 노

190호 비준 투쟁에 나선다. 2022년 5월 4일 연방,

동자들이 직면한 성희롱, 여성 살해, 동성애 혐오

주, 지자체 소속 노조 여성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및 직장에서 자행되는 기타 유형의 폭력 등을 제대

장기간 중단된 대면회의를 2년 만에 개최하고 ILO

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노조의 역

협약 제190호를 2023년까지 비준하겠다는 계획

할을 강화하고 폭력 상황에 처한 여성 노동자의 지

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2년 대선에서 제190호

원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1)

비준 의제를 이슈화하고, “정치는 공공적인 것, 그

또한 PSI 브라질 지부 여성위원회 코디네이터인 루

러나 내 몸은 아니야”라는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펼

바 멜로는 ILO 협약 제190호 비준을 위해 투쟁하

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공공노련(PSI) 브라

고 폭력과 괴롭힘 없는 양질의 노동을 쟁취하기 위

질 지부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브라질 사무소

해 PSI에 속해 있는 브라질 노조들과 함께 새로운

와의 협력을 통해 조직되었다. 참가자들은 직장 내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

1) ILO는 2019년 6월 21일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설정한 협약 제190호를 채택하고 6월 25일 발효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칠레
를 포함해 12개국이 이를 비준했다.
2) SINDSEP, “Mulheres sindicalistas do serviço público de todo o Brasil afirma luta pela ratificação da
Convenção 190 da OIT”,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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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30년 숙원 간호법 통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급여 하한선 법제화
브라질 간호계의 30년 숙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

견이 커지자 하원은 법안 논의를 상당 기간 보류했

었다. 2022년 5월 4일 급여 하한선 법제화를 담은

었다. 이에 맞서 2022년 초부터 간호 종사자들을

간호법이 파비아노 콘트라토 노동자당 의원에 의

중심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5

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하원에서 찬성 449표, 반

월 초에는 브라질리아에서 약 1만 명이 투쟁에 참

대 12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21년 11월 24일

여한 가운데 간호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개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대

정안 통과에 따라 간호 전문가(간호사, 간호기술자

통령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브라질 보건의료 전국

및 간호조무사)와 조산사를 위한 임금체계는 전국

노동자연합(CNTS)의 바우질레이 카스타그나 회장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하한선이 설정된다. 간호사

은 “오늘 브라질 간호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를 찍

의 초봉은 4,750헤알(약 96만 5천 원), 간호 기술자

었다.”라고 환호했으며, 전국간호사연맹(FNE)의 쉬

는 3,325헤알(약 67만 5천 원), 간호조무사 및 조산

를레이 모라레스도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약 1

사는 2,375헤알(약 47만 9천 원)이며, 이는 공공 및

천 명의 간호사가 사망했다며, 의료 전문가의 가치

민간 의료기관에 모두 적용된다.1) 브라질 간호업

를 인정한 쾌거라며 승리를 기뻐했다.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간호

간호법 개정안은 2020년 5월에 발의되었으나 일
부 주지사와 지자체장, 민간의료 네트워크 대표자

사 64만 2천 명, 간호 기술자 150만 명, 간호조무사

44만 명, 조산사 440명 등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들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이

1) CÂMARA DOS DEPUTADOS, “Deputados aprovam projeto que cria piso salarial da enfermagem”,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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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독자의견 수렴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제노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 국제노동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노동브
리프』가 다룬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점, 또는 주제 제안이나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향후 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화 : 044-287-6093
• 이메일 : cmj0411@kli.re.kr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93
http://www.kl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