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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스페인의 노동개혁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문제에 관한 한 스페인은 아직 한국인에게는 약간 낯선 듯하다. 경제와 인구의 규모 면
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고, 전통적으로 자영노동자가 많다는 점이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한 점에서도 스페인은 한국과 유사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노동개혁은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
는다. 그런 점에서 스페인의 노동개혁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는 매
우 신선하면서도 적절한 주제를 기획했다고 할 수 있다.

1975년 프랑코의 사망으로 민주화된 이후에 스페인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1980년에 제정된 ｢노동기본법(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이다. 직역하면 “노
동자의 지위에 관한 법”이다. 노동기본법은 개별적 고용관계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결자유법(Ley Organica de Libertad Sindical)｣
이 따로 규율한다.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노동기본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법이 2021년

12월에 공포되었다(왕령법률 2021.12.28. 제32/2021호). ― 스페인은 입헌군주국이다. 그
래서 스페인의 입법은 독특한 점이 있다. 우선 “왕령법률(Real Decreto Ley)”이라는 것이 있
다. 이것은 예외적이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인데, 법률의 효력
을 갖는다. 왕이 직접 제정하는 법령은 아니지만 입헌군주국이라서 왕이 공포하기 때문에 명
칭을 “왕령법률”이라고 한다. 왕령법률은 30일 이내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비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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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통상의 법률로 전환된다).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왕령입법(Real Decreto Legislativo)”
이다. 이것은 행정부가 특정 주제에 한하여 입법부로부터 사전에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명령
인데, 역시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왕이 제정하는 법령이 아니지만 왕이 공포하기
때문에 “왕령입법”이라고 부른다.

2021년 노동법 개정은 2018년에 집권한 사회당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산체스 총
리는 2012년 우파 국민당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왕령법률 2012.2.10. 제3/2012호)을 대
체하는 새로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주도한 인물은 사회당
의 연정 파트너인 포데모스 출신의 욜란다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부장관이다. 개정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협약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였다. 2012년 개정법은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있어
서 기업별 협약과 산업별 협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업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정
했다. 2021년 개정법은 이 중에서 임금에 관해서는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규정을 폐지했다.
둘째,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을 확대했다. 2012년 개정법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기
간이 만료한 후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
된다고 정했다(1년이 지나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협약은 효력이 상실된
다). 2021년 개정법은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 협약의 효력이 무기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수정했다. 본문 중에 밀레나 보고니의 글이
이 두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다.
셋째, 하청업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기준을 새로 정했다. 하청업체의 주된 업무나 법적
형식과 상관없이, 하청업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하청계약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속
한 산업의 단체협약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노동력 공급(서비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하
청업체의 노동자가 제조업 원청에서 제조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별 협약이 하청업체에도 적용된다. 즉 원청업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하청업체에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고용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단체교섭의 책임을 지는 사
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논의 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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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이 내용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의 청탁과 필자의 집필이 언제나
매끄럽게 서로 조응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회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넷째, 기간제 고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것이다. 스페인도 기간제 고용의 남용으로 골
치를 앓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했다. 이제 원칙적으로 기간제 고용은 금지
된다.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거나 일시 부재 중인 기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기간
제 고용이 허용된다.
다섯째, 2021년 12월의 노동법 개정과 별도로,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개혁이 있었다(왕령법률 2021.5.11. 제9/2021호).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문제,
즉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인가, 자영노동자인가에 관한 논쟁은 스페인도 예외가 아니
다. 유럽 여러 나라의 대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속속 내놓
고 있는 와중에, 스페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고, 스페인 정부는 이를 반영하
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제 차량공유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로 추정된다. 본문 중에 실비아 페르난데스 마르티네즈의 글은 위의 두 가지 사안(기간제고용
과 플랫폼노동)을 다루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자영노동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노동법을 갖고 있는 독특한 나라
에 속한다. 2007년에 제정된 자영노동법(LETA)이 그것이다. 이 법이 특기할 만한 이유는 자
영노동자이면서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1인 자영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TRADE)”라고 한다.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고, 그동안 법의 장점과 단점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특별히 원고를 청탁했다. 에스테르 게레로 비주에테의 글이 그것이
다. 이른바 종속적 자영노동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도 많은 시사가
될 줄로 생각한다.

2021년 스페인의 노동개혁은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이 노사
의 합의를 거쳐 입법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스페인의 노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일까?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번 특집은 노동개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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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관계의 맥락이나 노사정의
노동정치 동학은 따로 살펴보지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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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스페인의 노동개혁

Special Feature

스페인의 단체교섭 및 2021년
노동개혁 :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비판적 분석
Milena Bogoni (Profesora Contratada Doctora,
Derecho del Trabajo y de la Seguridad Social, Universidad de Castilla – La Mancha)

■ 머리말
2021년 12월 28일 왕령법률 제32/2021호의 공포와 함께 스페인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도구가 드디어 마련되었다. 이번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도입된
것으로, 노사 대표들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나긴 교섭 과정과 정부의 지속적이면서
도 진지한 중재 노력에 기반해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 교섭을 통해 합의된 개혁
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 개혁에 매우 중요한 특징을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합의가 그러
하듯이 이번 개혁이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확보한 민감한 균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
다.1)
1) 스페인의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인 CEOE-CEPYME(스페인기업연합회-스페인중소기업협회)의 정책
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유연성 확보와 노동력 조정의 원천으로서 단체교
섭, 하도급 및 임시고용 등 개혁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제시된 변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한다는 목
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때 사회적 완충 수단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고용유지
제도(ERTEs)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정상적인 고용상황에까지 적용하여 사회보장세를 계속 면제받
는 보장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인 CC.OO(스페인
노동조합총연맹)와 UGT(스페인노동자총연맹)는 정부와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한 의제가 거의 확정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사안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계는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한 교섭의 시작점을 계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할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aylos Grau, A.(2021),
“La reforma laboral del año 2021”, NET21 , n. 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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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개혁은 매우 흥미로운 일련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2
년 사이에 도입된 노동개혁 조치들을 되돌려야 한다는 논의는 소 귀에 경 읽기 식이었는 데
반하여, 이번 노동개혁은 그러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야
기된 보건위기로 인해 도입된 “긴급조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 간의 교섭 후 최종적으로 채택된 왕령법률 제32/2021호(2021.12.28)에는 현행 법률
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내용과 연관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단체교섭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개혁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진 일부 핵심 사안을 명확
히 파악할 수 있다(나중에 살펴보듯이 충분히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중에는 기업
별 협약의 우선적용(노동기본법2) 제84조), 단체협약의 자동연장(노동기본법 제86조), 그리
고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을 하청업체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노동기본법 제42
조의 수정3) 등이 있는데, 세 번째 사안에서 핵심은 파견/용역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법률 조항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이번 노동개혁이 단순히 이전의 것으로 “회
귀”하거나 이전의 것을 “폐지”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모든 형태의 노동을 존귀
하게 만든다.”4)라는 기본적인 목표하에,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형태의 고용계약을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규제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스펙트럼을 확장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2) 편집자 주 :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직역하면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법”이다.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중 종업원대표 및 단체교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는 단결자유법(Ley Organica de Libertad Sindical)이 따로 있다(박제성 외,『 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
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
3) 편집자 주 : 개정된 노동기본법 제42조 제6항에 의하면, 하청업체의 주업무나 법적 형식과 상관없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하청계약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속한 산업의 단체
협약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노동력 공급을 주업무로 하는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제조업 원청에서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주업무가 속한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별 협약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하청업체 자체적으로
기업별 협약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2021년 12월 28일 공포된 왕령법률 제32/2021호의 전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와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인해 우리는 최근의 관행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하는 노동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권을 회복하고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해고의 대안으로서 내부 유연성 조치
를 촉진하는 데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고용과 생산망의 역동성을 보장하면서, 기형적인 상
황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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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법 개혁의 목적이 단순히 과거에 단행된(특히 2012년 노동법 개정) 노동개혁을 폐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개정법의 “정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록 우리
가 개정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검토하고, 단체교섭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우에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 노동개혁과 단체교섭 : 법 개정의 이유 및 목적
최근 단행된 노동개혁이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할 경우, (사회적 대화 테이
블에 참여한 주체들이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
었다고 할 수 있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새로운 규정은 향후 교섭과정이 전개될 때 노사 입장 간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
킬 것이며, 이는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단체협약이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시
킬 수 있다.6)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새롭게 바뀐 스페인 단체교섭 시스템을 분석할 때 출
발점이 되는 핵심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제 단체협약을 중심에 놓는 한편, 단체협약과 법률의
관계를 평화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재모델화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5) 가장 뚜렷한 사례는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개정이다.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난
후 1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었
던) 노동기본법 제86조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너무도 분명히 예측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상
징적인 가치만을 갖는 것은 아닌지, 과연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학설들이 제시되
고 있었고, 게다가 그 역효과를 중립화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그런 점에서, 개
정법에서 단체협약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
면에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 Molina Navarrete, C.(2022), “Retorno normativo a la ultraactividad
definida : ¿cambio que bien merece una reforma o valor simbólico?”, en Temas Laborales , n.
161/2022, pp.387-406.
6) Cruz VILLALÓN, J.(2022), “El impacto de la reforma laboral de 2021 sobre la negociación
colectiva”, en Labos, Revista de Derecho del Trabajo y Protección Social , n. 1/2022,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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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2021년 노동개혁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은 노사관계 조정과 분쟁 해결의
중추적 구심점으로 다시금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구조적이고 개념적인 조정은 단
체협약 간의 경합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즉 협약 간 우선적용 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이는 임금에 대하여 기업별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노동기본법 제84조 개정).7) 여기에는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을 제한적으로만 인
정하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교섭이 진행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신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에 합의된 노동조건이 준수되도록 법률로써 다시금 보장함으로써(다만, 교섭주체
가 달리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섭의 공간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즉 단체교섭
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가 이 분야의 주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
동기본법 제84조와 제86조의 개정부터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한편 단체교섭 구
조를 개편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은 그 자체로 상호보완적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진행된
것과는 차별화된 단체교섭의 공간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론적인 틀을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실제 모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게 될 노사에게 이번 개
정은 중요한 도전과제인 동시에 이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혁은 불가피하게 여러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개혁을 통해 도입된 조건과 목적의 측면에서 단체교섭의 구조적 개편이 어려워지거나 늦춰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난관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다루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부분과도 관련되
어 있으며, 또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위험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야심 찬
내용으로 구조적 차원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노사에게 있는지 여부와도 관련
되어 있다. 요컨대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제시된 접근방식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하나는 오랫동안 비판받았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노사의 역량이고, 또 하나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노동개혁이 향후
모든 차원에서 진행될 다양한 교섭 국면에서 어떻게 추진력을 발휘할 것인가이다.

7) 편집자 주 : 개정 전 노동기본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임금, 시간외 임금, 근로시간의 배분, 직
무분류체계의 조정 등에 관해서는 기업별 협약이 상위의 협약(전국협약, 산업별 협약, 지역별 협약 등)
보다 우선적용되었다. 2021년 개정법은 이 중에서 기본임금 항목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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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을

통해 도입된 주요 변화 : 임금에 대한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
폐지 및 단체협약의 “무기한 자동연장”으로의 회귀
2012년 2월 10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왕령법률(3/2012)이 제정된 이
후, 단체교섭에 관한 개혁은 노동 분야의 구조와 기능 및 노사 간 힘과 이해관계의 균형에 중
대한 변화를 야기할 목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근본적인 요소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요소는, 기존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고 신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절차가 개시될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기존 협약에 의거하
여 최대 1년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규칙을
수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체교섭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제한적 자동연
장”(협약으로 이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을 법률로 도입한 것인데, 이는 새로운
협약의 체결만이 기존 협약과 그 내용의 소멸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되도록 한 것이다. 그 결
과,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거나 법 규정이 직접 적
용되었다.
두 번째 요소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를 임금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확대
한 것이다. 단체협약 적용배제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1994년에 도
입되었고, 그 후 2010년, 2011년 및 2012년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대상이 점차 확대
되었다.8) 이 제도는 단체협약의 적용배제가 가능한 경우를 이유의 측면에서 유형화하고(경
제적, 기술적, 조직적 및 생산적 이유로 인한 기업의 위기 상황에만 허용), 관련 절차도 규정
하고 있지만(노동기본법 제41조9) 참조), 2012년 이후로는 산업별 협약에서 합의된 노동조
8) 편집자 주 : 노동기본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및 생산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
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협약배제가 인정되
는 노동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직무배치 등이다.
9) 편집자 주 : 노동기본법 제41조는 노동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및
생산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고용계약 혹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
동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직무배치 등으로 노
동기본법 제82조 제3항에서 협약배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다. 노동조건을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는 적어도 15일 전에 노동자대표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노동조건의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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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기업별 협약으로 수정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노동개혁으로 도입된 세 번째 변화는 기업별 협약을 언제든지 그리고
그 이유에 상관없이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즉 특정 문제에 관하여 유효
한 상위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단체협약 간에 경합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경
우에도 기업별 협약을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수준의 단체협
약들 간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전통적인 규칙에 큰 변화가 일
어났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21년 12월에 진행된 이번 노동개혁은 위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체협약 효력의 자동연장에 관한 노동기본법 제86조가 수정되었는
데, 유효기간의 도래로 폐기되어 재교섭 단계에 있는 모든 단체협약의 경우 기존 협약이 무기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돌아갔다. 이제 교섭 당사자들이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기간을 제
한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해당 사항과 관련된 2012년 노동개혁의 내용은 일부 뉘앙스 및 세부 사항을 제외하면 명백
히 폐기되었으며, 노동기본법 제86조는 2012년 노동개혁 이전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복구
되었다.
그렇지만 앞에서 논의한 다른 2개의 조항, 즉 단체협약의 경합에 관한 노동기본법 제84조
(임금에 대해서는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을 규정)와 단체협약 적용배제에 관한 제82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제84조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며, 제82조는 개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에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대한 개혁
조치가 가져올 파급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2021년 노동법 개정이 최
근의 중요한 법리 논쟁10)에 기여한 바를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임금에 대한 기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1년당 20일 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최대 9개월 치의 보상금).
10)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Merino Segovia, A.(2022), “La restitución de la vigencia ultraactiva del
convenio colectivo denunciado en la reforma laboral 2021”, en Brief de la AEDTSS , enero
de 2022; Gordo González, L.(2022), “El retorno de la ultraactividad ilimitada : una verdadera
derogación de la reforma laboral del año 2012”, en Labos, Revista de Derecho del Trabajo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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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 협약의 우선적용 및 단체협약 적용배제라는 두 개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또는
변화의 부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기본법 제84조의 개정과 노동기본법 제82조의 유지 : 임금 인하 및 임금에 대한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 배제
2012년에 기업별 협약을 우선적용하는 규정(제84조)이 도입되었을 때, 이 규정은 노동시
장 개혁을 위한 긴급조치의 “등대”로 소개되었다. 학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제도는 특정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전통적인 법리에 대한
예외였으며,11)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노동조건을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
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한 직접적인 결과는 임금의 전반
적인 하락이었다. 스페인 기업들이 2009년에 촉발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산업별 협약과 기업별 협약 간에
경합이 존재하는 매 경우에,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원칙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이유
로 기업별 협약이 체결되었는지는 상관없다. 2021년 개정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통적으로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원칙은 “기존의 산업별 협약의 실
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기업
별 협약의 우선적용원칙은, 노동기본법 제41조(노동조건의 실질적 변경) 및 제82조(단체협
약의 적용배제)와 함께, 산업별 협약에서 정한 노동조건을 기업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여
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조항은 산업별 협약

Protección Social , n. EXTRA/2022; Molina Navarrete, C. (2022), op.cit.
11) Sanz Lara, C(2022)가 언급한 것과 같이, “스페인에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단체협약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모든 협약은 그
적용범위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스페인에
서 이를 보완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만인효(erga omnes)이다.” Sanz Lara, C.(2022), “Concurrencia
entre convenios y modernización de la negociación colectiva ” , en Temas Laborales , n.
161/2022,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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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
으며(단체협약 적용배제조항이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노동조
합총연맹과 사용자단체총연맹 사이에 체결될 수도 있는 기본협약을 통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도 확대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문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으로 인해, 이 조치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단체교섭의 일반
적 구조에서 작동하는 조치로 변모되었다(현재 왕령법률 제32/2021호에 의하여 임금에 대
해서만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요컨대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제도는 통상적
인 기업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관리하는 상호합의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점에서 제

82조(단체협약 적용배제) 및 제41조(노동조건의 실질적 변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인과
관계를 요청하는 어떤 병리적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노동개혁 이후 발생한 임금의 하락12)은 그 원인의 일부를 노동기본법 제84
조(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은 규범적 효력이 있는 산업별 단체협
약에서 정한 임금률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합법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노동법이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노동법은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의 한 요소”가 될 것이며, 노동법의 구조는 “인류의 삶과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사장되고 파기되었다.13) 2009년 자본주의 위기가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는 실질적이며 극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였고, 노동관계 및 그 법적 보호체계
를 매우 심각한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절하시
켰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과다하게 추락시켰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경합에 관한 2021년 노동개혁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이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도 않고, 과장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노동기본법 제84조의 개정
12) 이에 대한 증거는 여러 공식 기관의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는 EAPN-ES(스페인의 빈
곤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유럽 네트워크)의 보고서도 포함된다. 노동법상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노동자의 14%,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청년층 인구가 빈곤한 상태였다.
즉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에는 월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3) López Aniorte, M. C.(2022), “El papel de la negociación colectiva en la reforma laboral”, en
Brief de la AEDTSS , enero 202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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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동의를 얻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었다.14) 하지만 노동계의 동의
는 이 조항의 내용과 존재를 스페인 노동법 체계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학설에서도 강조하듯이, 2021년에 도입하려고 했던 개혁이 근거하고 있는 현실 진단은

2012년의 개혁 때 제시된 것과는 달라야 했고, 실제로도 달랐다. 즉 기업별 협약은 더 이상
내부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
상의 필요에 적합한 협약질서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은 “기업의 위기상황과
사이클에 맞게 노동요소를 조정해야 할 일시적인 필요성”(이를 위해서는 이미 노동기본법 제

82조상의 협약배제제도가 존재한다)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15)
사실 노동기본법 제84조의 개정은 단체협약 간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용으로 인해
임금 문제를 기업별 교섭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16) 따라
서 각 기업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노동조건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유연성
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시간외 임금, 근로시간의 배분, 직무분류체계의 조정 등 기
업 경영상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이 유지되었다. 반면에 임
금에 대한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은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삭제되었다.17)
임금에 대하여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왕령법률 제32/2021호에
서 몇 가지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첫째,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날(2021년 12월 31일) 이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별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은 임금
14) Crespí Ferrio, M. M.(2022), “La concurrencia de convenios en la reforma laboral de 2021”, en
Brief de la AEDTSS , enero de 2022.
15) Sanz Lara, C.(2022), op.cit. , p.349; Vivero Serrano, J.B.(2022) 역시 동일한 의견을 피력한다.
Vivero Serrano, J. B.(2022), “La supresión de la prioridad aplicativa del convenio de empresa
en materia salarial”, en Brief de la AEDTSS , enero 2022, p.2.
16) 이 외에도, 단지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일부 세부 사항에 경미
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이 인정되는 사유들 가운데 양성평
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조치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녀 간 가사노동과 돌봄의
균등한 분배 및 공동책임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
은 기업이라는, 이미 어느 정도 공고화되어 있는 생각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에 대해서는
Sanz Lara, C.(2022), op.cit. , p.351 참조.
17) 편집자 주 : 개정 전 노동기본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임금, 시간외 임금, 근로시간의 배분, 직
무분류체계의 조정, 채용,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해서는 기업별 협약이 상위의 협약(전국협약, 산업별 협
약, 지역별 협약 등)보다 우선적용되었다. 2021년 개정법은 이 중에서 기본임금 항목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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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우선적용조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기업별 협약의 유효기
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기간 내에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기업별 협약의 교섭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18)이
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금에 대한 우선적용을 폐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작동하도록 하
고,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기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또한 이 규정은 사용자 측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섭의제를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경과규정 제6조는 개정된 노동기본법 제84조의 적용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더 유리
하게 적용되어 온 권리나 조건이 보상, 흡수19) 또는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후퇴방지조항”20)은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가장 유
리한 임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적
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본법의 다른 규정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21)

18) Vivero Serrano, J. B.(2022), “La supresión de la prioridad aplicativa del convenio de empresa
en materia salarial”, en Brief de la AEDTSS , enero 2022, p.3.
19) 편집자 주 : 노동기본법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이 법정 혹은 협약상 기준
에 의한 임금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 임금을 보상조치로 간주하거나 원래의
임금에 흡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보상 및 흡수”라고 부른다.
20) Rojo Torrecilla, E.(2022), “Las disposiciones transitorias de la reforma laboral de 2021”, en
Brief de la AEDTSS, enero 2022, p.4.
21)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이 법정 혹은 협약상 기준에
의한 임금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 임금을 보상조치로 혹은 원래의 임금에 흡
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노동기본법 제26조 제5항), 단체협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협약당사자의 자유(노동기본법 제85조), 단체협약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협약당사자의 자유(노
동기본법 제86조), 종전의 협약규범에서 비롯된 권리에 대해 나중의 협약이 완전한 처분권을 갖는다
는 일반원칙(현대성의 원칙, 노동기본법 제82조 제4항). 이에 대해서는 Vivero Serrano, J. B.(2022),
op.cit. ,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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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를

위한 짧은 결론 : 성과와 주요 쟁점
2021년 개혁을 통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대하던 변화가 도입되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서는 변화가 다소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단체협약 적용배제와 기업별 협약 우선적
용 간의 관계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노동개혁 이후 개정된 규정으로도 이 문제를 완
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 특히 이를 잘 보여준다. 2021년 노동개혁은 기업별 협약의 우
선적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데 그쳤다. 제한의 핵심은 임금을 우선적용의 대상에서 배
제하는 것이었는데,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영역이 임금이고,
이것은 인플레이션 등 다른 요소와 함께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스페인의 임금이 전반
적으로 하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22) 2021년 노동개혁은, 위에서 언급한 경과
조치들에 의하여 다소간 속도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는 의
문의 여지가 없다. 비록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미해결의 과제는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노동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노동기본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합리화하고 재조정하는 수준까지 개혁이 깊이 들
어가지 못한 사실과 특히 관련이 있다.
임금의 수준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기업의 “하향” 교섭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
지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한될 뿐인데,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단체협
약 적용배제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교섭이 시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2021년 노동개혁에서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소 위험해 보인다. 2021년
12월의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배제된 의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단체협약 적용배제 제도이다. 협약배제와 관련해서
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 노동조합과 학설에서도 널리 이를 비판하였을
22) 유럽통계청(Eurostat)이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말 시간당 노동비용 조사에서 스페인은 유
럽 국가 중 12위를 차지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2008년 평균 19.4유로에서 2020년에는 22.8유로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EU의 다른 국가 평균이 21.6유로에서 28.5유로로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매
우 낮은 수준이었다. 스페인 통계청(INE)의 임금구조조사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
생하기 전 스페인의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24,395.98유로로, 2008년 대비 11% 증가한 수
치였지만 물가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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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협약배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외에도 기업 내 노
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위원회
의 활용 문제를 비롯하여 협약배제의 절차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이 있다. 노동기본법 제82
조의 구조적 취약성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 법 개정이 기업별 협약에 부여
했던 그림이 계속 유지되어, 임금에 대해서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을 금지하는 2021년 법
개정을 우회하기 위한 탈주로로 기업별 협약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요컨대 개인적인 견해에서 보면, 노동기본법 제82조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왕
령법률 제32/2021호가 기업별 협약의 우선적용을 제한하고자 했던 조치 그 자체의 실효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인하의 방향을 제82조 쪽으로 돌려 놓았을 뿐으로, 임
금인하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입법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점은 중
장기적으로 임금인하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고 제82조의 개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둘째, 개정법의 텍스트에서도 구상하고 있듯이, 단체교섭 구조의 재건은 산업 간 기본협약
의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규제와 (개별적, 특히 집단적) 계약 간의 (잃어버린)
균형 위에 노동법을 다시 정초한다는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지금과 같이 노사 대표
사이에 특별한 의견합치가 형성된 시기에는 적절해 보인다. 그렇지만 모든 위험이 제거된 것
은 아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제시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시
행하기 위해 노사 단체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왕령법률 제32/2021호의 텍스트 전체에 걸쳐 법률이 계약적(협약적) 프레임
에 계속해서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 단체교섭 구조에서 갖는 (또는 향후에 갖게 될) 중요성 및
이번 노동개혁이 단체교섭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스페인 노동법에서는,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法源)
들 사이의 중요도와 위계를 정하는 노동규범구조의 기능에 필요한 일련의 장치들을 구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법에 계약적(협약적) 프레임에 대한 준거가 도입되었다.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이 특정한 의제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
와 같이 법원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법률상의 다양한 장치들에 의하여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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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된다.
요컨대,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사항과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 간에 균형을 모색하는 것
은 모든 개혁이 추구하는 규범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에 관한 2021년 스페인의 노
동개혁에서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며, 개혁의 성공은 노사 당사자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이 논문도 참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과학적 논쟁은 개혁의 강점을 보여주고 약점을 제거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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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스페인의 노동개혁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플랫폼 노동과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개정 노동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Silvia Fernández Martínez (Assistant Lecturer in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University of Santiago de Compostela)

■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노동자성 인정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은 대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래의
노동에 대해 다루는 국내외의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직무로 인
해 노동법상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임금노
동자인지 자영노동자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즉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
용하는 종사자와 해당 플랫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사실 스페인뿐만 아니
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법원에서 해당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뒤에 자세
히 언급하게 될 스페인의 최근 노동개혁과 같은 입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차원에서도

2021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2015년 무렵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과 함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노무가 노동법의 적용대상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된 분
야는 배달 또는 유통 플랫폼이었는데, 예를 들어 글로보(Glovo), 딜리버루(Deliveroo) 또는
우버이츠(Uber Eats) 같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배달원(라이더)과 플랫폼 간에는 고용관계
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들은 일반 자영노동자 또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Trade)”1)

1)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Trade)”는 자영노동법(LETA) 제11조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다.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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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플랫폼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배달원들은 본
인들이 진정한 자영노동자가 아니며 플랫폼 기업들과 유지하고 있는 법적 관계는 일종의 고
용계약이기 때문에 노동기본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보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특
히 양측 간 논쟁이 흔히 발생하는 고용관계의 소멸(해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정요구가 많
이 제기되었다.
노동감독관(ITSS)은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배달원들은 노동법
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임금노동자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해당 플랫폼 업체에 각종의 벌금
을 부과함으로써 배달원의 임금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주제는 분쟁 없이 논의될 수 있는 평온한 주제가 아니
었으며,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해야 했던 하급심 노동법원들은 서로 모순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다수의 노동법원과 주 대법원에서는 배달원의 노무 제공은 노동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요건(특히 종속성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야 한다고 판결하였다.2) 그렇지만 다른 법원의 경우, 특히 2019년 9월 19일 마드리드주 대
법원은, 배달원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이며, 따라서 플랫폼 업체와
그 어떠한 고용관계도 형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3)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9월 25일 대법원 사회부 전원합의체에서 최초로 법 해석을 통합
하여 글로보(Glovo) 배달원의 임금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4) 이 판결에서는, 예
를 들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차량,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의 소유관계, 업무조직,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 하루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대, 플랫폼 업체의 위치기
반 시스템 및 업무규율 등에 기반하여 글로보(Glovo)의 배달원은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이
며,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표준화를 위해
노동자의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경제적 종속성은 더 이상 임금노동자와 자영노동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편집자 주 : Trade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노동자이지만, 해고규
제와 노동3권 등 임금노동자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된다.]
2) 예를 들어, 2019년 7월 25일 아스투리아스 자치주 대법원 판결(제1143/2019호), 2019년 11월 27일 마
드리드 자치주 대법원 판결(제588/2019호) 또는 2019년 7월 22일 마드리드 사회법원 판결 제19호.
3) 제95/2019호 판결. 동일한 취지로 2018년 9월 3일 마드리드 사회법원 판결 제39호는 이 마드리드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4) 제4746/2019호 판결.

>>

_23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책
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판결은 그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의 이 중요한 판결 이후, 사법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는 정치계로 옮겨 갔으며,

2020년 10월 28일 “디지털 플랫폼의 규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구성되었다. 이 테이
블에서 “배달원의 고용 및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일터 모니터링”이라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디지털 배달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 문제를 입법 차원
에서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기본법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왕령법률
제9/2021호가 2021년 5월 11일에 제정되었다.5) 이 왕령법은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배달
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기본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6) 이 개정법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노무 제공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왕령법률 제9/2021호 제2항은 “디지털 배달 플랫폼 영역에서 임금노동자성의 추정”이라
는 제목으로 노동기본법에 추가조항 제23호를 신설하였다. 이 추가조항 제23호에 의하면,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조건관리 또는 노무관
리를 통해 직간접 또는 암묵적으로 사업의 조직과 관리 및 통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
용자를 통하여 일체의 소비재 또는 상품의 배달 또는 유통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의 노무제공관계는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은 노동기본법
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노무제공관계를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법 제1조 제3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법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점을 명
시하고 있으며, 학설에서 제시하기도 했던 다른 옵션(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에게만 적용되
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특별고용관계의 인정)을 배제하고 있다. 개정법은 노동기본법 제1조

5) 이 왕령법은 2021년 9월 28일 법률 제12/202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 법률 제12/2021호는 왕
령법 제9/2021호를 법률로 변환한 것이다.
6) 현행 노동기본법(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은 왕령입법 제2/2015호(2015.10.23)에 의
해 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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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임금노동자 정의 규정은 수정하지 않은 채,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관계를
자동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노동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정법은 법적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관계 추정 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기본법 제8조 제1
항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추정과 다르다. 이것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
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노동기본법의 적용범위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법원에 가
장 많이 제소된 문제였던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한정된다. 일반규정으로는 플랫폼 노동의 법
적 분류에 대한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특별추정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정당화된
것이다.
개정법은 배달 플랫폼 노동이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을 증명
해야 하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가 다음의 사실들을 증명하면 노동기본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절대적인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또는 충분한 증
명이면 된다). ① 보수를 지급받았고, ② 소비재 또는 상품을 배송 또는 유통하였으며, ③ 직
간접 또는 암묵적으로 사업의 조직과 관리 및 통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였고, ④ 사용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노무와 노동조건을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⑤ 이 알고리즘 관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플랫폼 업체나 배달 노동자가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기본법 추가조항 제23호에서 요구하는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
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업의 조직과 관리 및 통제에 대한 권한을 디지털 플랫폼
을 통해 직간접 또는 암묵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
동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사실의 존재가 증명된 상황에서는, 법적 결과를 바꾸기 위해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노동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을 충족하면서 배송 또는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언제나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
함된다. 요컨대 플랫폼 배달원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임금노동자이다. 그러나 이
러한 사실이 해당 플랫폼 분야에서 자영노동자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개정법

7) 이 조항에 의하면, “타인의 지시와 조직 범위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
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 사이에는 고용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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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왕령법률 제9/2021호를 통해 노동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스페인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분류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제기
되는 문제도 있다. 물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모두 배
제한 채 디지털 배달 플랫폼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개정법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노동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른 측면
에서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하루 노동시간의 계산, 근무시간대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도 개정법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 기간제 고용의 금지 혹은 제한
의심할 여지 없이 2021년은 스페인 노동법에 매우 중요한 개혁이 일어난 해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2021년 12월 스페인 정부는 노동개
혁과 고용안정성 보장 및 노동시장의 전환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왕령법률 제32/2021호
(2021.12.28)를 제정하였다.8) 이 왕령법률은 위에서 설명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왕
령법률 제9/2021호와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23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내용을 반영
한 것이다. 즉 2021년의 노동법 개정은 이전의 개정과 달리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왕령법률 제32/2021호는 [단체교섭의 구조에 관한 개정 내용 외에] 노동기본법에 특히 기
간제 고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였다. 주요 목적은 최근 몇십 년간 스페인 노동시
장의 특징이 된 기간제 고용의 남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021년 개정 이전의 노동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혹은

8) 이 왕령법률은 2022년 2월 3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로 비준되었지만, 법률안의 형태로 다루어
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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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체결할 수 있었다. 반면에 2021년에 개정된 조항에 의하면, “고용계약은 기
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2021년 개정 노동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일반규칙으로 삼고 있다. 기간제 고용의 사용은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만 허용된다. 특히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간제 고용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탈법행위를 유발시켰던 프로젝트형 기간제 고용이 금지되었다.9) 이제 기간제 고용은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일시적인 업무의 증가 또는 일시 부재 중인 기존 노동자의 대체가 그것이
다. 이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즉 통상적인 상용직 계
약을 체결하거나, 노동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연속적 상용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0)

9) 편집자 주 : 프로젝트형 기간제 고용은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기간제 고용으로서 최
대 3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2022년 3월 30일 이후로는 프로젝트형 기간제 고
용의 신규 체결이 금지된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일 현재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프로젝트형 기간제
고용은 해당 계약에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10) 편집자 주 : 비연속적 상용직 계약은 계절노동 혹은 취업기간과 비취업기간이 반복되는 노무제공관계
에 적용된다. 비취업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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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스페인의 노동개혁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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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5년을 맞이한 자영노동법
(LETA)의 의미와 한계
Guerrero Vizuete, Estheri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 생산체계의 변화 및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의 빠른 정착, 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서비스 부문의 대규모 확장으로 인해 스
페인 경제에 야기된 생산 변화는 기존의 노동법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1) 조직의 유연성을
요구했다.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결과로 지금까지는 임금노동자가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자영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자영노동자는 생산수요에 손쉽게 적응이 가능하고 낮은 사회보장비용으로 인해 회사 입장에
서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 동력으로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자영노동자는 지금까
지 입법적으로 방치된 상태였다. 자영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민법
과 상법의 다양한 규정에 들어가 있어, 자영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비균질적인
업무에 항상 들어맞지도 않았다. 이와 더불어, 1970년 법령2)에 따라 규정된 미미한 사회보장
으로는 임금노동자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관련하여 지적해 두고자 하
* Serra Hunter Tenure-eligible Lecturer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Orcid : 0000-00019710-4823.
1) 사실 2012년 노동법 개혁(2012.7.6. 법률 제3/2012호)을 정당화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업의 필요에
대응하기에는 법률 체계가 경직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2) 자영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제2530/1970호(19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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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2007년 이전에 여러 차례 진행된 스페인 노동법의 개정은 종속관계에 있는 임금노
동자를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력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는 임금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 다른 범주의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3)
자영노동의 사용(및 남용)의 일반화, 임금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1인 자영노동자의 높은 비율(76%),4) 그리고 많은 경우 계약조건을 합의할 때 거의
협상력이 전무하다는 점 등은 자영노동을 은닉된 형태의 임금노동과 위험할 정도로 유사하
게 만들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활동 조직 및 생산방법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영노
동자이면서, 동시에 협상을 할 수 없는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종속된 노동자가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스페인 정부
는 자영노동자에 대한 입법적 개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수십 년간의 입법적인 방치에
종지부를 찍은 법률 제20/2007호(2007.7.11), 즉 자영노동법(LETA)을 제정함으로써 이 같
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2005년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여 두 가지
과제를 맡긴 것이다. 하나는 자영업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 사법적인 체제와 사회보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법률 제정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자영노동법 관
련 초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위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며 이후에 약간의 수정
을 거쳐 자영노동법으로 제정되는 초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자영노동법(LETA)을 제정할 당시, 임금노동에 대한 기본법인 노동기본법이 1980년 제정된 이후 5
차례의 개정을 통해, 기간제 고용(1984년), 해고법제(1994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1997년과
2001년) 및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질 개선(2006년)에 영향을 미친 바 있었다.
4) 최근 15년간 해당 상황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79.3%의 자영노동자는 단
1명의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이다(https://www.mites.gob.es/ficheros/ministerio/sec_
trabajo/autonomos/economia-soc/autonomos/estadistica/2022/1TRIMESTRE/Resumen-deresultados-31-marzo-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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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의미와 자영노동법의 구조
자영노동법(LETA)의 제정은 자영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틀을 마련하는
최초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스페인 법제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이 법은 노
동조합, 사용자단체, 자영노동자단체에 자문을 했다는 측면에서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최
종 결과물로 자영노동자 법률관계의 중요한 측면을 망라하는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규범
이 탄생하였다. 학설에서는 자영업에 “공식적인” 존엄성을 부여했다는 측면을 강조했지만,5)
동시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여러 방법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실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야심 차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고,6) “지연영향을 야기하는 해결책과
미래의 중요한 발전에 대한 열린 해결책만을 포함한 미완성 공사”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7)
제정 후 15년이 경과되는 동안 이미 한 차례 개정이 이뤄졌고,8) 자영노동법에 포함된 많은
조치들9)에 대하여 실제적인 규정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설의 지
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영노동법(LETA) 제1편에서는 최초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
았던 고유의 정체성을 부여하며10) 자영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자영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자영노동자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자영
노동자의 업무,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정의 범위를 정하고, 자영노동자가 체결하는 업무계약

5) Luján Alcaraz, José, “Introducción” en 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Análisis de la Ley
20/2007 de 11 de julio , Luján Alcaraz (director), Laborum, Murcia, 2007, p.28.
6) Ojeda Avilés, Antonio, “La sinéresis de lo colectivo como rasgo sustancial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Aranzadi Social , núm. 4/2009, p.1.
7) Goerlich Peset, José M.; Pedrajas Moreno, Abdón y Sala Franco, Tomás, “Trabajo autónomo:
nueva regulación”, Sala Franco (director), Tirant lo Blanch , Valencia, 2007, p.20.
8) 자영노동법 개정법률 제6/2017호(2017.10.24). 2017년 10월 25일자 관보 제257호. 이 법규는 자
영노동자의 단결권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개정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9) 예를 들면, 파트타임 자영노동에 대한 규정이나 자영노동자가 실제로 얻는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
료 산정 방식 등이 있다.
10) 2007년까지 자영노동자는 스페인 법률체계에서 잔여범주로 정의되었다. 노동기본법 제1조에서 정
의하는 임금노동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노동자는 자영노동자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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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체계 및 재정보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수 수령을 보
장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지는 보호하는 것을 추구
하고 있다. 이 밖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TRADE)”의 존재와 법률관계에 대해 다
루고 있는 제2편 제3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다. 자영노동법에 도입된 새로운 측면이
며, 이를 통해 스페인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 관련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유럽연합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3편에서는 자영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4편에
서는 자영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데 이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는 자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자영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
자영업을 장려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대책11)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내용의 중요도와 범위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측면과 어떻
게 보면 모순된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인적 적용범위 : 자영노동자의 두 가지 개념
누가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를 규정하기 위해 자영노동법(LETA)은 두 종류의 자영노동
자를 정의하였다. 첫째는 “일반” 자영노동자로서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타인의 지시와 조직 밖에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 독립적
으로 영리적 목적의 경제활동 또는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제1조). 둘째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이하 “TRADE”라 한다)이다. 즉 여러 고객 중 한 명의 고객에게 전체 소
11) 자영노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한책임기업가(ERL)” 개념이 도입되었다(2013.9.27. 법률 제14/2013
호 제7조). 이를 통해 자영노동 활동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업등기부에 ERL로 등기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
야 하고, 주택의 시장가격이 30만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유한책임은 일부 채권자에 대해
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채무의 성질이 조세채무이거나 사회보험에 대한 채무일 경우에는 채무변제
가 유예되는 2년 동안만 주거에 대한 보호가 제공된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후 2021년까지 단 130
명만이 ERL로 등기하였다(자료 : https://www.registradores.org/actualidad/portal-estadisticoregistral/estadisticas-mercantiles#portlet_com_liferay_journal_content_web_portlet_
JournalContentPortlet_INSTANCE_210Inub8fs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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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최소 75%를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영노동자를 의미한다(제11조).
일반 자영노동자가 되었든, TRADE가 되었든 간에, 자영노동법은 각 종류의 자영노동자를
위해 차별화된 법률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일반 자영노동자의 계약관계는 이전의 규정과 대
비할 때 두드러지는 변화 없이 민법 또는 상법 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설정된 자영노
동자의 개념으로 인해 제기되는 주된 문제는 경제활동 또는 직업활동의 상시성에 대한 요구
이다. 자영노동법은 어떻게 업무의 상시성과 규칙성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자영노동자로 간주되기 위해서, 또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의무를 모두 이
행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경제활동 또는 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
다. 이 문제는 경제적인 요소에 기반한 판례를 통해 해결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가
경제활동 또는 직업활동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12)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될 경우 자영노동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TRADE의 경우는 이들이 자영노동자와 임금노동자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고려하
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체계가 설계되었다. 스페인 입법자가 새로운 노동자 형태를 도
입하게 된 원인은 이들이 자영노동자와 임금노동자의 중간 형태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TRADE의 경우, 1인의 지배적인 고객에게 소득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비하고 업무를 자체적으로 조직하며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노동자이다. TRADE를 정의하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한 선택안이 있었다 : ① 1인의 고객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에 기반하여 노
동법의 범주에 통합하고 일반 노동관계 또는 특별노동관계를 통한 조정13); ② 독립성과 업무
관리의 자율성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자영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도 경제적 의존성을
감안하여 임금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일련의 보장을 제공.14)
12) 법정최저임금(SMI)은 연간 14,000유로이다(왕령 2022.2.22. 제152/2022호).
13) 대부분의 학설이 이 옵션에 찬성하였다. 특히, Montoya Melgar, Alfredo : “El ámbito personal
del Derecho del Trabajo: tendencias actuales”, Aranzadi Social , núm. 3/2006; Rivas Vallejo,
Pilar : “Aspectos estructurales y primeras reflexiones sobre 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Revista Española de Derecho del Trabajo , núm. 136, 2007; Guerrero Vizuete, Esther : “La
¿acertada? Regulación del trabajador autónomo económicamente dependiente : análisis del
artículo 11 del Estatuto del Trabajador Autónomo”, Aranzadi Social , núm.20/2010 참조.
14) 이들을 자영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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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상 참신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존
재에 대해 논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TRADE로 분류될 수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7,356명만이 TRADE로 등록되어 있다.15) 기업이 자영노동자와
계약할 때 TRADE의 요건을 거부하는 이유는 일반 자영노동자와 대비해서 더 많은 법적 보
호를 제공하는 법률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TRADE의 요건을 거부하는 고객 기업의 일반적인 행태로 인해
TRADE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자, TRADE 인정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하여 자영노동법
을 개정하였다. 자영노동법에 새로 제11조의2가 추가된 것인데, 이는 TRADE의 개념을 정할
때 입법자들이 범한 실수에 대한 분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영노동법에 명시된 자영노동자의 법률관계
자영노동법은 일반 자영노동자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우선 자영노동자와 고객 간의
계약관계는 자영노동법에서 자체적으로 규율하고, 체결하는 계약의 법률적 속성에 따라 민법
이나 상법 또는 행정법을 적용하며, 계약당사자들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개별적 약정 및 풍속과 관습을 따른다고 정한다(제3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민법과
상법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의사의 자치는 법률보다 뒤쪽인 세 번째 위치로 밀려났다는 것
이다. TRADE와 고객 간의 계약에는 TRADE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법원(法源)이 추가된다.
그것은 바로 직업별협약(AIP)16)이다. 자영노동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법원 간의 위계에
다. Cruz Villalón, Jesús : “Propuestas para una regulación del trabajo autónomo”, Fundación
Alternativas , Documento de trabajo, 17/2003; Cavas Martínez, Faustino : “Los trabajadores
autónomos dependientes: una nueva encrucijada para el Derecho del Trabajo”, Aranzadi Social ,
núm. 14/2004; Valverde Asencio, Antonio J. : “Condiciones de trabajo del trabajador autónomo
dependiente : protección y tutela del contratante débil”, Temas Laborales , núm. 81, 2005.
15) 2022년 3월 31일자 데이터(출처: 고용 및 사회적 경제부). 해당 데이터를 작성할 당시 TRADE의 수
를 약 25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16) TRADE의 노동조건을 규율하기 위하여, TRADE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단체와 고객 기업들 간에
체결된, 일종의 단체협약이다. 직업별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TRADE가 협약당사자인 단체에 가
입하고 있어야 하며, 직업별협약의 적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자영노동법 제13조). 직업별협
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등록 또는 공표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

34_

2022년 7월호 <<

관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확립하고, 임금노동에 관한 법은 자영노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영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파편화되
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제4조 및 제5조). 심지어 어떤 면에서 본다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영노동자도 시민으로서 스페인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각종 권리
와 의무, 예를 들어 노동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실질적인 사법적 보
호를 받을 권리, 계약에 따른 채무를 준수할 의무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계약의 형식에 관한 규정(제7조), 산재위험예방에 관한 의무(제8조) 또는 노무제공의 반대
급부로 합의된 경제적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혹은 채무자의 범위를 확
대하는 경제적 보장책(제10조)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3장에 명시된 TRADE 관련 규정들이다. TRADE와 고객 간의 계
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가공공고용서비스(SEPE)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제12조). 고객 기업이 서면계약을 거부할 경우, TRADE는 사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
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제11조의2). 그 밖에 특히 연차휴가(제14조), 계약해지사유(제

16조), 계약정지사유(제16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TRADE가 더 많은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자영노동자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TRADE는 근로가능일 기준 18일의 연차휴가권을 갖는다. 다만, 자영노동법에는 이 휴가가
유급휴가인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계약이나 직업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주휴에 관한 규정이나 일일 최대노동시간에 관한 규정도 개별 계약이나 직업별협약에
서 규정한다. 시간외 노동은 직업별협약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직업별협약
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합의된 노동시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제14조). 현실에서
자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고,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
정들은 햇빛에 빵을 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자영노동법에 따르면, TRADE의 주된 고객, 즉 해당 TRADE의 전체 소득의 75% 이상을 차
지 체결된 직업별협약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로는
Guerrero Vizuete, Esther : “El trabajador autónomo dependiente económicamente: un estudio
jurídico laboral”, Lex Nova , Valladolid, 2012, pp.89-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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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고객은 제16조에 명시된 계약정지사유17)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또
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주된 고객
은 TRADE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은 개별 계약 또는
직업별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데,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특히 계약기간, 위반사항의 중대성, TRADE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비용은 기업이 TRADE의 계약을 회피하는 중
요한 원인이 되었다.

단결권 및 사회보장
자영노동자는 임금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자영노동자
의 고유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도 있다.18) 자영노동법 제3편은 자영노동자의
단결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로써 자영노동자들이 고유한 이해관계를 옹호하기가 좀 더 수월
해졌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임금노동자가 누리는 사회보장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자영노동자의 사회보장(자영노동법 제4편)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였다. 그중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① 사회보장 수급을 확대하기 위한 개념의 확장, 특히 산업재
해 보상과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보장의 인정이다. ②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에 준하는 자영
노동자 실업수당의 도입이다.19)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자
영노동자의 상황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영노동자는 피보험기간과 수급요건의 충족 여
부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실업수당은 취업으로
17) 계약정지사유 중에는 우발적이고 긴급하게 가족 문제를 처리할 필요성, 모성이나 부성과 관련된 필
요성, 또는 TRADE의 생명이나 안전에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18) 노동조합법(LOLS) 제3조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자영노동자에게 임금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자영노동자만으로 조직된 노동조
합의 결성은 금지하고 있다.
19) 초기에는 자영노동법 추가조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률 제32/2010호(2010.8.5)에 의
하여 규정되었다. 현재 해당 내용은 사회보장일반법(왕령법 제8/2015호, 2015.10.30) 제5편에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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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임금노동이든 자영노동이든 불문하고) 소득과 양립할 수 없다. 자영업자의 실업수당제
도는 매우 중요한 것은 맞지만,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요건들이 까다롭고, 이
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건의 절반 이상이 거부되는 점 때문에, 자영노동자단체들은 현행 제도
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보험료 산정 시스템의 변경에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영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를 개별 자영노동자의 실제소득에 따른 구간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동시에 향후 자영노동자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도
증액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영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정부 사이에 아직 합
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 자영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규율?
2007년부터 일어난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변화로 인해, 자영노동자단체뿐만 아니라 학설
차원에서도 자영노동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걸쳐 있다.
①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자영노동자의 개념 확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
은 우선적으로 자영노동자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이루어
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비가시적 주체들로 구성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
며, 디지털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이는 기존의 스페인 법제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
다. TRADE 개념의 재구성 문제도 이와 관련된다.
② 파트타임 자영노동의 확산: 2011년에 자영노동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타임 자영노동의
가능성을 도입하며 자영노동법 제1조가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후로 정부는 계속해서
파트타임 자영노동에 대한 규제를 미루었다. 정부는 풀타임 자영노동만을 유일한 자영
노동의 형태로 생각하면서, 파트타임 자영노동이 일·가정을 양립하는 데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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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영노동자를 단체교섭구조에 통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경쟁법 개정과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1인 자영노동자를 단체협약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자영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20) 만약 최종적으
로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스페인 입법자는 자영노동자에게 인정되는 단결권의 범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21)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화에 직면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
면 자영노동자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를 넘나드는 관행이 만연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 나라의 경제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
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2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인 자영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에 EU 경쟁법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브뤼셀, 2021.12.9, C(2021) 8838. 2022년 2/4분기에 가이드라인 최종안과 함께 영향
평가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21) 편집자 주 : 현행 자영노동법에 따르면, 자영노동자단체는 TRADE를 위하여 직업별협약(AIP)을 체결
할 수 있는데(제19조), 이 직업별협약은 경쟁법이 설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제13조). 만
약 자영노동자가 단체협약제도에 포함되면, 자영노동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경쟁법의 규정보
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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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내부고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 혹자는 그 의기를 훌륭하다
고 칭찬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치기 어린 행위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위로 치부
할 수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용기를 칭찬하면서도 자신의 조직에서 긁어 부스럼이 생기
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 이슈가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
히 거대 IT 기업들에서 내부고발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1) 페이스북 노동자 프랜시스 하우겐
은 기업 내부 문건들을 언론사와 미국 정부에 유출해 국민적 공분과 정부의 진상조사를 이끌
어낸 바 있다. 또 애플과 프로젝트 계약을 했던 토마스 르 보니에크는 애플의 시리 시스템이
음성 녹음을 통해 개인의 사적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유럽 정부 기관들에 처벌을 요청했다.2)
구글 노동자 레베카 리버스 역시 구글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해 트럼프 행정부
의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인 가족분리정책을 돕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3)
1) Vox, “Big Tech’s Employees are One of the Biggest Checks on Its Power”, 2021.12.29.
2) Business Insider, “An Apple Whistleblower Has Publicly Slammed the Company, Claiming It
Violated ‘Fundamental Rights’ after Siri Recorded Users’ Intimate Moments without Consent”,
2020.5.20.
3) Vox, “ Google Fired an Employee Who Questioned Its Work with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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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내부고발은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기업 내부의 부조리뿐 아니라 사회 부
조리에 대한 고발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전 사회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내부
고발 문제의 현황 및 이슈에 대해 다뤄본다.

■ 내부고발의 정의 및 현황
내부고발은 개인이 범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
미한다.4) 작업장 문제와 관련한 내부고발은 크게 직장 내부에서의 고발과 외부(사회)로의 고
발로 나뉜다. 직장 내부에서의 고발이 부패문제나 안전 위반, 사기 등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
는 부당한 상황을 조직 내 채널을 통해 책임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외부로의 고발은 고발 내용을 언론이나 SNS를 통해 조직 밖으로 공개 및
폭로하는 것으로서 주로 조직 차원에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5)
내부고발의 주요 목적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을 더
윤리적이고 정의롭게 경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관행을 고발하고 개혁하려는 내부고발의
취지상 늘 조직으로부터 환영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러 비난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내부고발은 사용자로부터의 보복 문제로 이어진다. 미 노동부는 사용자(또는 관리자
및 감독자)가 법률 위반 폭로 행위를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여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을 보복으로 간주한다.6) 불리한 조치에는 해고, 강등, 위협, 급여 삭감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통계에 따르면(그림 1 참조), 2016년 이후 내부고발
및 보복 관련 고소 횟수가 연 3천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만 해도 연간
고소 건수가 2천 건 초반대였음을 볼 때,7) 최근 10년간 고소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4)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2022), “What is a Whistleblower?”, https://www.whistleblowers.
org/ (2022.6.14).
5) Integrity Line, “Defining Whistleblowing in the Workplace”, 2022.3.25.
6) U.S. Department of Labor( 2022 ), “ Whistleblower Protections ” , https://www.dol.gov/
(2022.6.14).
7) OSHA(2017), “Cases Received : FY2007-2017”, https://www.whistleblowers.gov/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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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부고발 및 보복 관련 고소 접수 건수(2016~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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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SHA(2022), “Data and Statistics for FY16 to FY21”, https://
www.osha.gov/ (2022.6.14), 필자 정리.

있다. 다만 2021년의 경우 그 수가 줄어들었다.8)
내부고발 관련 법 규정들은 노동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 1>
은 주로 어떤 법과 관련해 내부고발 및 보복 관련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2021
년을 기준으로 전체 고발의 약 4분의 3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 안전 관련 문제에 관한 내부고발 및 보복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
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으로는 육상교통지원법(STAA), 연방철도안전법(FRSA), 금융사기 관
련 내부고발 및 보복과 관련된 사베인-옥슬리법(SOX), 그리고 21세기 항공투자 및 개혁법
(AIR21)이 뒤를 이었다.

8) [그림 1]은 OSHA 웹사이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2021년 수치는 향후 업데이트될 가
능성도 있다. 다음 기사에서는 OSHA에서 2021년에만 4,600건이 넘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기록하
고 있다. The PEW Charitable Trusts, “COVID Underscores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20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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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법 규정별 내부고발 및 보복 관련 고소 접수 건수(2021년, 상위 5개 법)
(단위 : 건)
법 규정

고발접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OSHA)

1,891 (74.0%)

육상교통지원법(STAA)

202 ( 7.9%)

연방철도안전법(FRSA)

168 ( 6.6%)

사베인-옥슬리법(SOX)

69 ( 2.7%)

21세기 항공투자 및 개혁법(AIR21)

57 ( 2.2%)

자료 : [그림 1]과 동일.

이러한 노동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는 주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2]를 보면, 최근 6년간 내부고발 및 관련 고소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4
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2021년 3,156건의 고소 결과를 보면, 인용으로 결정된 경우는 39
건에 불과했고, 부정적 결과 2,371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1,805건이 기각으로 끝났다.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실태와 보복 가능성은 내부고발을 더 어렵게 만든다. 범법행위를 보
고한 이들 중 22%가 그로 인해 보복을 경험했으며, 범법행위를 목격했지만 보고하지 않은
이들 중 46%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로를 단념했다고 한다.9) 또한 작업장 관련 문
제를 제기한 이들 중 33%가 이후 해고되었다. 노골적인 보복이 아니더라도 내부고발은 조직
의 관행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경미한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부에서 감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10) 내부고발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내부고발 시스템을 활용한 내부고발 정보의 습득이 기업문화와 재무상태에 기여한
다는 주장에 따라,11) 기업이 내부고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기업 내부에서 해결해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및 투자자 관계,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클라
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EQS 그룹의 상무이사인 모리츠 호만은 내부고발에 대한 기업 및 정

9) BrandonGaille, “23 Important Whistleblowing Statistics”, 2017.5.23.
10) Integrity Line, op.cit.
11) CNBC, “Whistleblowers Ultimately Help Their Companies Perform Better, A New Study
Shows”,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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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부고발 및 보복 관련 고소에 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 추이
(2016~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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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긍정적 결과에는 인용, 조정, 기타조정이 포함되고 부정적 결과에는 기각,
재심신청, 철회가 포함됨.
자료 : [그림 1]과 동일.

부의 다섯 가지 오해를 소개하는 한편, 내부고발 시스템이 갖는 장점을 강조했다.12) 기업 및
정부의 오해와 걱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자가 기업의 평판에 해를 끼친다는 점, 둘
째, 내부고발은 결국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내부고발이 익명으로 동료들
에 대한 근거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넷째, 내부고발 시
스템으로 인해 문제가 과다하게 보고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두려
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로 기업들은 내부고발 자체를 두려워하고 막고 싶어 하지
만, 호만은 도리어 기업 내부의 고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많은
고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외부 폭로, 기소 및 그에 따른 평판 하락을 막고 경영상의 부조리
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12) Integrity Line,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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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기간 동안의 내부고발
그렇다면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의 내부고발 이슈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을까? 우선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시스템 문제나 관련 안전 규정 및 노동법 위반, 사생활 침해 등이 만연
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관련 당국 및 사용자는 이를 폭로한 의
사, 과학자 및 노동자를 해고하는 식으로 대응했다.13) 몇 가지 예를 들면, 시애틀의 한 응급실
의사가 코로나19 보호장비 및 검사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해고당
했고, 시카고에서는 천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가 근무 중 더 많은 보호 마스
크가 필요하다고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가 해고당했으며, 뉴욕에서는 아마존 창고 노동
자 크리스티안 스몰스가 사용자 측이 충분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해
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림 2]에서 보았듯, 연방 및 주 당국에 대한 고발이 벌금 혹은 법적 조치와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14) 미 내부고발자센터의 변호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스티븐
콘은 OSHA에 진정을 제기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확률이 1% 정도라면 낙인이 찍힐
확률은 100%라며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고용관계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이뤄졌을 경
우 임금 등을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미 노동부의 감찰 보고서에서도 팬데믹 기
간 동안 OSHA에 접수된 내부고발자 보복 신고가 크게 증가한 반면, OSHA 내부고발자 프로
그램 담당 직원 수는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실제 정부기관의 보호 조치가 강력하지 않음을
비판했다.15)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 상원에 계류 중인 단결권보호법(PRO Act) 제202항에는 노사관계 보
고 및 공개법(LMRDA)이 내부고발자 보호를 포함하도록 하여, LMRDA 위반을 폭로하는 내

13) Feinstein, S.( 2020 ), “ COVID- 19 : The Largest Attack on Whistleblowers in the World ” ,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 https://www.whistleblower.org/ (2022.6.15).
14) The PEW Charitable Trusts, op.cit.
15) Berkowitz, D. and S. Thompson(2020), “OSHA Must Protect COVID Whistleblowers Who File
Retaliation Complaints”,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 https://www.nelp.org/ (2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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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이 담겼다.16) 또한 복직뿐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체불임금 지급 등의 구제책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 차원의 법 개정에 더해 주 차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 주의 경
우, 전⋅현직 노동자 및 독립계약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구제
책을 시행하기로 했다.17) 특히 보복 행위의 정의를 넓힘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
게 내부고발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18) 콜로라도 주에서도 2022년 5월 31일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개
정했는데,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모두 건강 및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대한 보복을 금지했다.19) 이 법은 5인 이상 노동자 혹은 독립계약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게 적용된다. 뉴욕 및 콜로라도 주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주에서도 관련 규정이 마련 및 시행
될지 주목된다.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내부고발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IT 업계에서의 내부고발이 주
로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 요인으로는 IT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상
대적으로 소수이고 조직력이 약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 부당한 행위를 감수하고 합리
화할 필요성도 덜 느낀다는 점을 들 수 있다.20) 익명성이 보장될 때 여성 등 취약계층의 발언
권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21) 향후 법안을 통해 익명의 내부고발 여건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경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 이는 내부고발에서 보복을 막는 첫 단계가 익명성의 보장임을 시사한다. 물론 기업 내
부 차원에서도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22) 외부에 폭로하

16) Whistleblower Network News, “Whistleblower Advocates Call for Senate Action on Stalled PRO
Act”, 2022.5.25.
17) SHRM, “New York Significantly Expands Its Whistleblower Law”, 2022.2.10.
18) The National Law Review, “New York Expands Protections for Whistleblowers”, 2022.1.4.
19) SHRM, “Colorado Expands Whistleblower Protections for Health and Safety Violations”,
2022.6.16.
20) The Conversation, “Why Are So Many Big Tech Whistleblowers Women? Here is What the
Research Shows”, 2022.6.6.
21) Ibid.
22) Integrity Line, “Anonymous Reporting : Why Companies Should Allow It”,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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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도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노
동자가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 개정 논의에서 보듯, 내부고발 이슈는 더
이상 소수의 일탈 혹은 긁어 부스럼으로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무
조건 거부하기보다 어떻게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사회가 얻는 편익이 높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
자 보호 강화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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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계비 위기와
보수당 정부의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손동영 (영국 요크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22년 전반기 영국사회의 최대 화두는 생계비 위기 문제다. 2022년 4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근 40년래 최대치인 9.0%를 기록했는데, 특히 전기·가스 단
위 요금이 50% 이상 인상된 이후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임금과 복지급여 수준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지 못함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과 노
동자들은 실질소득 하락과 생활수준 악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사회 집단 중에서도 특
히 국가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물가 항목(전기·가스, 식료품)의 지출비중이 높은 저소
득층은 인플레이션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1)
가계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생활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관련 정책 패키지들이 발표된 상
황이다. 총 370억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 패키지들은 저소득자와 연금 수급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는데, 각종 긴급지원금과 일시적인 세금 감면 조치가 주를 이룬다.

2022년 5월 26일 세 번째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보리스 존슨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
은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물가급등으로 인한 가계생활비 급등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잘 대

1) Harari, D., B. Francis-Devine, P. Bolton and M. Keep(2022), “Rising Cost of Living in the UK”,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 (20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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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특히 생계비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비 증가분의 80~100%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다.3) 필자는 영국 중앙정부의 생활비 지원정책이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을 통해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영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
하여 가계 생활비 지원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영국
의 제도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야기되고 있는 생계비 위기의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서 영국 중앙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생계비 완화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의 개입방식에 대한 주요 싱크탱크들의 분석과 평가를 소개하
고자 한다.

■ 생계비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현재 절대 다수의 영국인들이 생필품 구매 부담이 가
중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5월 영국 통계청에서 수행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지난 한 달 동안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생계비 부
담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93%는 식료품 구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85%는
가스·전기세 납부 부담이, 그리고 78%는 연료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답했다.4)
만약 명목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률이거나 그보다 높다면 인플레이션이 가
구 지출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2) Resolution Foundation(2022), “Back on Target : Analysis of the Government’s Additional Cost
of Living Support”, https://www.resolutionfoundation.org/ (2022.6.21); Institution for Fiscal
Studies(2022), “IFS Response to Government 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 https://ifs.org.
uk/ (2022.6.27).
3) Resolution Foundation(2022), op.cit .
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2), “Public Opinions and Social Trends, Great Britain : 11 to 22
May 2022”, https://www.ons.gov.uk/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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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실질 소득의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영국 예산
책임청(OBR)의 보고에 따르면 2022/2023년 한 해 동안 물가수준을 반영한 가처분 소득은
인당 2.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가 현실화된다면 영국인의 실질 가처분 소득
은 1956/1957년 관련 통계치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할 것이
다.5) 참고로 이 OBR 추정치는 5월 이전까지 영국 정부가 발표한 생계비 대책 – 2022월 2월
과 3월에 발표된 정책 패키지 – 의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산출된 값이다. OBR에서는 176억
파운드 상당의 정부 지원책이 없었다면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율은 예상치 보다 1%p 높은

3.2%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가계 지출 중 전기·가스비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고공 행진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큰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그림 1] 소득 10분위별 물가상승률 (2022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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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22), “Inflation hits 9% with Poorest Households Facing even Higher
Rates”, https://ifs.org.uk/ (2022.6.22).

5)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22),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2”, pp.55-56,
https://obr.uk/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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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 포함)과 에너지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령, 소득 상위 10% 가구가 두 부문에 지출하는
비중은 전체 가계지출의 8.5%(식료품비), 2.5%(전기·가스비)에 불과한 반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총지출에서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8%, 7.1%에 이른다(2019/2020년
기준).6) 실제 싱크탱크인 영국 국가세입연구소(IFS)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
준 소득 하위 10%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10.9%로 전체 가구의 평균치인 9.0%를 크게 상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물가상승률은 7.9%로 평균치보다 1.1%p 낮은

[그림 2] 소득 20분위별 연간 실질 소득 증가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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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위의 그래프는 주거비 지출 이후의 연간 가구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변화율을 계산한 것임.

2) 각 연도별로 표시된 수치 중 왼쪽 막대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소득 변화율을 가리키며, 우측
막대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소득변화율을 가리킴.

3) 부부(독신) 가구 중 가구원 1인 이상이 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위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소득
최하위 5% 집단의 경우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 Resolution Foundation(2022), “Inflation Nation : Putting Spring Statement 2022 in Context”, p.20,
https://ifs.org.uk/ (2022.6.22).

6) Harari, D. et al.(2022), op.cit .,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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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 참조).7)
임금소득 외에도 복지급여의 실질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 2022년 4
월 통합급여를 비롯한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급여액이 2021년 9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증액되었는데, 그 증가율이 9%의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3.1%에 그쳤다. 때문에 연금
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와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이 2022년 들어 크게 감소했다.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에서 2차 생계비 지원 대책의 효과까
지 고려하여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2022/2023년 소득 최하위 집단 – 소득 하위 5~10%, 소
득 하위 10~15% - 의 가처분 소득은 실질 가치 기준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소득계층이 실질 가처분소득 하락을 경험할 것
으로 추정되는 가운데서도 그 낙폭은 소득 최하층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8)
요컨대, 영국의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보다도 물가고에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소득하위 집단이 감당하는 생계비 부담은 다른 소득집단보다도
크게 늘어난 반면,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실질소득은 다른 소득 집단보다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의 생계비 지원 정책
물가급등으로 인해 가계의 생활수준이 점차 악화되면서 영국 보수당 정부는 점점 생계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면하게 되었다. 일례로 사회정
의 센터(CSJ)에서 올 2022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성인 중 1/3이 인플
레이션으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라고 답했으며, 특히 소득이 연간 2
만 파운드 미만인 저소득층에서는 “매우 우려된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2%에 달한

7)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22), “Inflation Hits 9% with Poorest Households Facing even
Higher Rates”, https://ifs.org.uk/ (2022.6.22).
8) Resolution Foundation(2022), “Inflation Nation : Putting Spring Statement 2022 in Context”,
pp.19~20, https://ifs.org.uk/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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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집계되었다. 9)
정책 요구에 대응해 중앙정부에서는 2022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91억 파운
드, 87억 파운드 규모의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10) 하지만 연이은 정책 발표 이
후에도 야당과 빈곤단체, 그리고 주요 싱크탱크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11) 비판의 골자
는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수단만으로는 빈곤율 증가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가령, RF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2022/2023년 중에 절대빈곤 인구가 13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
다.12) 또 다른 예로 조셉 론트리 재단에서는 복지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인해 빈곤 가구
의 연간 평균 소득이 2022/2023년 중에 446파운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13)
결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2년 5월 26일 15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발
표했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자 2022년 10월 대규모의 전기·가스 요
금 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14)에서 시민들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2년 5월 영국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
• 2022년 가을 전체 가구의 전기·가스비 납부액을 400파운드 일괄 감면한다.
• 공공부조 수급대상인 8백 만 가구에 650파운드의 현금 급여를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지급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급여– 혹은 2013년 10월부터 통합급여로 통합되기 시작한 6개의
9) Centre for Social Justice(2022), “The Cost of Living : Alleviating the Crisis”, p.8, https://www.
centreforsocialjustice.org.uk/ (2022.6.22).
10) Resolution Foundation(2022), “Back on Target : Analysis of the Government’s Additional Cost
of Living Support”, p.2, https://www.resolutionfoundation.org/ (2022.6.21); Harari, D. et
al.(2022), op.cit ., pp.20~30.
11) Harari, D. et al.(2022), op.cit ., p.39.
12) Resolution Foundation(2022), op.cit ., p.23.
13) Joseph Rowntree Foundation(2022), “600,000 Will be Pulled into Poverty as a Result of
Chancellor’s Inaction”, https://www.jrf.org.uk/ (2022.6.22).
14) 정부 산하의 에너지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서는 전기 도매가격의 급등세를 고려하여 2022년
4월 민간 업체들이 가구에 부과할 수 있는 가스, 전기료 상한액을 1,277파운드에서 1,971파운드로
인상한 바 있다. 오프젬은 2022년 10월에 다시 가스, 전기요금 상한 액을 약 2,800파운드로 추가 인
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unbodh, E.(2022), “Is My Energy Supplier Allowed to Increase My
Direct Debit Payments?”, The Times , June 21, https://www.thetimes.co.uk/ (2022.6.25).
15) Harari, D. et al.(2022), op.cit .,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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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프로그램 – 이나 연금 크레딧16)의 수급자이면 해당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동절기 연료 지원17)을 수급하는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3백 파운드의 급여를 제공한다.
• 장애 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간호 수당(Attendance Allowance) 등 장
애 관련 복지 급여를 수령하는 약 6백만 명의 수급자에게 추가적으로 150파운드의 급여
를 제공한다.
• 가구 구호기금(Household Support Fund) - 지방 정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긴급복
지제도 - 예산을 5억 파운드 추가 편성하고, 해당 기금의 운영기간을 2023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2022년 3월에 취해진 선행 조치로 5억 파운드의 재정이 가구구호기금에 이미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총 1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해당 긴급복지제도에 할당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2022년 2, 3월 중앙 정부에서 도입했고 2022년 6월 현재까지 시행되었거나 혹
은 시행 중인 주요 관련 정책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18)
• 2022년 7월부로 소득기준선(primary threshold 혹은 lower profits limit)을 연 9,880파
운드에서 연 12,570파운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료 부담을 면제한다.19)
• 2022년 4월 카운슬세20) 등급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책정된 거주자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액 중 150파운드를 환급 처리했다. 이 조치를 통해 잉글랜드 거주인 중 약 80%가 혜
16) 통합급여는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보장제도이며, 연금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이 없는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부조 프로그램이다. 양자 모두 자산 조사를 거쳐서 수급 대상자를 선별한다.
17) 난방보조금은 최소 거주기간 조건만 충족시키면 66세 이상 노인 모두가 수령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한 급여다. GOV.UK(n.d.), https://www.gov.uk/ (2022.6.28).
18) Harari, D. et al.(2022), op.cit ., p.23.
19) 영국 정부에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국민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과 소득기준선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하한선에 미달하는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여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고, 기여금 기록에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반면, “소득하한선 이상 소득기준선 미만의 소득
을 얻는” 자들의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나 기여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노호창(2018),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법학연구』, 18(3), p.314.
20) 영국의 카운슬세(Council Tax)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단일세목으로, 한국의 주민세와 일견 유사
하나 한국의 주민세와 비교해볼 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운슬세 등급은 거주
하는 주택가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책정되며 최저 A등급부터 최고 H등급까지 매겨진다. 등급이
H등급에 가까울수록 고액의 카운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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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받았다.
• 부가가치세 형태로 책정되는 연료세를 리터당 5펜스 인하한다. 이 감세조치는 2023년 3
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생계비 지원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보수당 정부가 제시한 생계비 안정 대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정책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 물음에 대해서 RF는 다음과 같이 간명한 답을 제시한다. 2022년 5월까지 발표된
정부의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이 “2022/2023년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비 급등으로 인한 생
활비 증가분의 82%를 상쇄”하며, 특히 집중지원 대상인 빈곤층의 경우 늘어난 생계비 부담
증가분의 90%를 상쇄한다는 것이다.21)
[그림 3]은 소득 20분위별로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비 지원금의 규모(초록색 막대), 물가
폭등으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 증가액(붉은색 막대), 그리고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검은색
선)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는 분명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
록 정부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30% 그룹들의
경우, 소득 최하위 5% 집단을 제외22)하면 모두, 생활비 증가분의 90% 이상을 정부지원을 통
해 메꿀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계비 안정 대책의 핵심 고려 대상이 저소득층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2/2023년에 전반기에 도입된 정부대책은 상당한 수준의 대상효율
성과 급여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2/2023년은 대규모의 증세가 단행된 해이기도 하다. 국민보험 요율이 2022년 4월부
21) Resolution Foundation(2022), op.cit ., p.5.
22) 같은 자료(노동연금부의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영국 통계청의 Living Costs and
Food Survey)를 활용하여 분석한 RF의 다른 보고서들에서 재차 지적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해당 자
료들에서 소득 최하위 5%로 분류된 응답자들은 소득 항목에 대해 신뢰하기 힘든 응답을 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소득 최하위 5% 집단이 다른 소득 하위 집단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는 통
계치가 도출되었지만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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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득 20분위별 에너지비 부담 증가액과 정부지원액
(단위 : 파운드, %)

자료 : Resolution Foundation(2022), “Back on Target : Analysis of the Government’s Additional Cost of
Living Support”, p.6, https://www.resolutionfoundation.org/ (2022.6.21).

터 1.25% 인상되었으며, 소득세의 경우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과세구간이 물가상승
률에 연동되어 상향 조정되지 않고 동결되면서 사실상 다수의 납세자가 예년보다 많은 소득
세를 부담하게 되었다.23) 이 점에 주목하여 RF에서는 2022년에 발표된 생계비 지원 대책으
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 단행된 증세정책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각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계산했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는 가처분 소득이 평균적으로 1,195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하위 40~60%
그룹도 가처분소득이 평균 799파운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경우
에는 증세 정책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 가처분소득이 평균적으로 456파운드 감소한 것으
로 밝혀졌다.24)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최근 보수당 정부가 시행한 증세 역시 소득계층 간 재
분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된 정책 패
23) Bringnall, M.(2022), “Middle-income Earners ‘to be Hit Hardest’ by National Insurance Rise”,
The Guardian , January 28, https://www.theguardian.com/ (2022.6.26).
24) Resolution Foundation(2022), op.cit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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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의 대부분이 2022/2023년 내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다. 이 맥락에서 중앙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긴급지원금 성격의 급여를 주로 활용함
으로써 중앙정부는 생계비 위기 대처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당 수준 줄일 수 있었다는 평
가가 나온다.25) 또한 급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급여전달이 모두 용이한 방식으로 정
책이 설계되었기에 신속하게 취약계층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입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26)
일각에서는 세계 에너지, 곡물 시장의 미래 변화 방향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계비 위
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022년 전반기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생계비 위기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7) 반면 RF에서는 이 같은 우려와는 상반되는 주
장을 펼친다. RF에서 주목하는 점은 2023년 4월에 이르러 관행대로 전년도 9월(2022년 9
월)의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복지급여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22년 9월
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은 약 9.5%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주요 복지급여액이 일제히

9.5% 상향 조정되면 복지급여액의 실질 가치가 사실상 물가 폭등 이전의 수준(2021년 10
월)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RF에서는 생계비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28)
주의해야 할 점은 RF의 예상대로 2023년 4월 주요 복지 급여들의 실질 가치가 이전 수준
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비 위기가 장기화될 시 중상층 이상의 가계가 입는 경제적 피
해는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카운슬세 감면은 2022년 4월 일회적인 조치로 끝났고, 2023
년 3월 이후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마저 폐지될 경
우 중상층 이상 가구의 생활비 지출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질 것
이기 때문이다.29)
25) 현재까지 생계비 안정 대책에 투입되는 것으로 발표된 공적자금의 크기는 총 370억 파운드이다. 여
기에 중앙정부가 각종 증세를 통해 얻는 추가세입까지 같이 묶어서 계산하면 순 재정지출액은 140
억 파운드로 줄어든다.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22), “IFS Response to Government 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 https://ifs.org.uk/ (2022.6.27).
26) Resolution Foundation(2022), op.cit ., p.6.
27)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22), op.cit .
28) Resolution Foundation(2022), op.cit ., p.10.
29) 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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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거와 노동정책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주요 내용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준용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에서 플랫폼 노동 내지 디지털 노동의 확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기점으
로 가속화되었고,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법적 쟁송이 벌
어졌다. 정부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직후, 프랑스 전역에 걸친 봉쇄령과 잇따른 야간통
행금지 조치는 각종 배달 및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단순 작업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
랫폼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스펙트럼에 걸쳐 두
루 산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 규모의 증대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권
익은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
동자의 불투명한 정체성, 단체교섭의 어려움, 사회보장 프레임의 한계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그 정의상 기존의 노, 사, 정으로
파악되는 전통적 노사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노조는
실용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왔다. 한편 프랑스 내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해 2022년 5월 기준 12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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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출 관련 법안 내용
2021년 4월 21일, 프랑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를 규제하고 재조
정하기 위한 의제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대표자 선출 방법과 추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위
한 조건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1) 엘리자베스 보른 당시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노동
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적극
적인 정책 마련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아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용자의 적법
한 권리 또한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관련 법률의 내용2)
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호출 서비스와 배달업 크게 두 가지 부문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노동자의 대표자 선출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단일 선거로 진행되
며, 2022년 5월에 치러진다. 투표의 5% 이상을 득표한 단체는 대표단체로 인정되고, 2년 후
인 2024년에 대표단체는 차기 선거에서 8%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후 대표단체 선거는 4
년마다 실시되며, 선출된 단체는 각각 3명의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고, 이들은 임기 동안 특
정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법안은 또한 플랫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며
정보 배포 및 상담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플랫폼고용사회관계위원회(ARPE)3)의 창설을 규
정하고 있다. ARPE는 프랑스 생태전환부와 노동부의 이중 감독하에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
거를 조직하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예방교육과 훈련 및 보상금 책정 등 재정적인 문
제 또한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소위 “플랫폼 권력”을 감독하고, 추후
새로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하며, 단체교섭을 위한 중재 역할 또한 맡게 된다. 끝으

1) Légifrance, “Ordonnance n° 2021-484 du 21 avril 2021 relative aux modalités de représentation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recourant pour leur activité aux plateformes et aux conditions
d'exercice de cette représentation”, https://www.legifrance.gouv.fr/ (2022.6.10).
2) Légifrance,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1)”, https://
www.legifrance.gouv.fr/ (2022.6.10).
3) Le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Insertion, “ARPE (Autorité des Relations sociales des
Plateformes d’Emploi)”, https://travail-emploi.gouv.fr/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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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RPE는 연구부서를 별도로 두어 플랫폼에서 정보를 수집해 설문조사 및 동향분석 보고
서를 작성한다. 조직 구성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 민간부문 소비자 보호 협회와 플랫폼
서비스 고객을 포함해 지방의회 의원 등이 있으며,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이
사회를 둔다.

■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거
2022년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차량호출 서비스와 배달업 부문 플랫폼에 종사하
는 약 12만 명의 노동자가 대표단체를 뽑기 위한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2021년 4월에 통
과된 위 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
정적인 선거이며, ARPE는 창설과 동시에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원활하게 진행되
도록 과정을 도맡았다. 또한 ARPE는 사전에 16개 후보 단체 명단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했
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권자는 후보 단체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했다. 최소

5%의 득표를 한 단체는 추후 대표를 지명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수입, 훈련, 업무 조직, 직업
적 위험요인 등 여러 노동 문제를 다루게 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는 차량호출 서비스 혹은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 및 삼륜차로 물품을 배
달하는 서비스에 종사하며 선거인 명부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2021년 7월
부터 12월 사이 플랫폼을 통해 최소 3개월 동안 5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유권자는 이메일을 통해 투표 이용자 번호를 수령한 후,
ARPE 웹사이트에서 투표할 수 있다.4)
이번 선거를 두고 브뤼노 메틀링 ARPE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출은 EU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랑스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4) ARPE, “Site d'information de la mesure de l'audience des organisations de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2022”, https://arpe.neovote.com/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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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해당 선거에 큰 기대를 표한 바 있다. 더불어, 엘리자베
스 보른 당시 노동부 장관은 선거에 앞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현실에 발맞춰 전통적 개념
의 노동자 및 고용관계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선출된 플랫폼 노동자 대
표와 사용자 대표와의 첫 단체교섭은 2022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고, 정확한 날짜는 현재까
지 미정이다.

■ 노동자 대표 선거 결과
2022년 5월에 치러진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거 이후, 플랫폼 고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담당하게 된 ARPE는 정치계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바로 5
월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율로, 이는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의 정당성 문제로 이어졌다. 선
거의 총투표율은 2.5%를 기록했는데, 차량호출 서비스업 부문에서 선거 등록을 한 유권자

39,314명 중 3.91%인 1,541명만이 투표했으며, 배달업 부문에서는 84,243명의 유권자 중
1.83%인 1,547명만이 투표권을 행사했다.5) 노동부가 2021년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17
년부터 2020년 사이 다른 민간 부문의 선거 참여율은 38%로, 이번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거
의 약 15배에 달한다.
프랑스 내 12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이처럼 낮은 투표율을 보인 데에는 여러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차량호출 서
비스업 노동조합(INV)이 단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인데,6) 현재 프랑스 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
호출 서비스업 종사자가 해당 조합에 가입해 있다. 또한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대표자 선거
를 추진하는 등 노동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

5) Le Monde, “Travailleurs des plates-formes : participation très faible aux premières élections des
représentants”, 2022.6.10.
6) Marc Taubert, “ Pour la première fois, les chauffeurs VTC et livreurs choisissent leurs
représentants professionnels”, Franceinfo ,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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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대로 지금까지 천여 명이 넘는 차량호출 서비스업 종사자가 노동법원에 임금노동자 지
위 심사를 청구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모호한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범주를 확장하
는 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표 1>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거 결과(2022년 5월 9~16일)
(단위 :%)
차량호출 서비스 부문

배달 서비스 부문

프랑스차량호출서비스연합(AVF)

42.81

소상공인연맹(FNAE)

28.45

독립연대(Union-indépendants)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과 연합)

11.51

노동총연맹(CGT)

27.26

리옹독립차량호출기사연합(ACIL)

11.44

독립연대(Union-indépendants)

22.32

노동자의힘(FO)

9.19

사회연대노조-상업연맹(Sud-Commerces)

5.69

소상공인연맹(FNAE)

8.98

프랑스기독노동자연맹(CFTC)

8.84

자율노조연맹(UNSA)

7.23

■ 플랫폼 노동자 대표의 단체교섭권
부문별로 선출된 플랫폼 노동자 대표단체는 앞으로 단체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교섭
의 담당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총 네 가지 교섭의무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
게 된다. 첫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비용을 포함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조건
이다. 둘째, 노동자의 경제활동 조건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사항은 대표자로 선출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용자와 교섭한다. 셋째, 제삼자에 대한 직업적 위험 요소와 손해 방지이
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의 실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에 관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사항 중 최
소한 한 가지는 매년 의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여 대표자는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플랫폼 사용자와의 용이한 정보
교환을 추구한다.
단체교섭 후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합의된 내용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문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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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이상 5년을 기본으로 한다.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의 노동자를 대표
하는 단체(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50%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용자 또는 노동자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ARPE는 중재를 맡아
합의 문서의 승인과 추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RPE는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거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간 단체교섭 및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
해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EU 입법지침안과 프랑스 모델
2021년 12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발표했고,7) 이후 유럽 각국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21년 스페인
정부는 음식 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루 배달원에게 임금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 노동법 개
혁을 단행했고, 영국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자와 자영노동자의 중간 개념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처를 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지침안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존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프랑스 모델”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
인다.
우선 EU 집행위원회의 입법지침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법지침안은 EU 회원국이
함께 달성해야 할 입법 목적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지침안의 세 가지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입법지침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의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플
랫폼 노동자의 모호한 정체성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플랫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고용관계
를 추정하는 규정을 제시했다. 다음의 다섯 가지 지표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플랫폼은
7) Commission européenne, “Propositions de la Commission pour améliorer les conditions de
travail des personnes travaillant via une plateforme de travail numérique”, https://ec.europa.eu/
info/index_fr/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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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추정된다. ① 노동자의 보수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
② 노동자의 복장이나 두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고객 응대 방식을 비롯한 근무조건을 정하
는 경우, ③ 전자 방식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감독하거나 노동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④ 노동
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업무를 수락할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노
무 제공을 스스로 조직할 자유를 사실상 제재하는 경우, ⑤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거나 플랫폼이 아닌 제삼자를 위해 일할 가능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경
우이다. 이상 다섯 가지 지표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추정을 뒤집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둘째, 입법지침안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된 통제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 내용을 담
고 있다. 이를테면, 업무 배정, 노동시간, 노동안전, 보수, 제재, 계정 정지나 차단 등 노동조건
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
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점 등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주요 매개변수와 관련한 정보를 플랫폼
사용자가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셋째,「 1인 자영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상 임금노동자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교섭력이 약한 1인 자영노동자로서 스
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
한 것이다.
이처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지침안은 위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EU 회원국에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여 현행 사회보
장제도 및 노동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다. 한편 2021년 4월에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법안과 2022년 5월에 치러진 노동자 대표 선
거 등을 미루어보면, 노동시장의 새로운 유형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주변 EU
회원국과 구별되는 노동정책을 고수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노동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
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직업교
육과 산재보험 등 보호 규정이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등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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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프랑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8일 Take Eat Easy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플랫폼 노
동관계는 임금노동관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고,8) 2020년 3월 4일 우버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직업관계를 임금노동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9)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판단과 프랑스 정부의 노동정책 방
향은 논란을 해소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 맺음말
프랑스의 플랫폼 경제는 그 다양한 유형과 종류를 불문하고 확산 속도와 규모가 막대하며
기존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중대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노
동의 확산은 기술적 혁신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플랫폼을 노동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의 틀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는 많은
사회적 갈등과 여러 법적 쟁송이 목격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프랑스 노조의 발 빠른
대응과 전례 없는 플랫폼 노동자 대표 선거는 다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불명확하고 모
호한 플랫폼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체성 문제 및 대표자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율은 향후 프
랑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자의 범주를 명확
히 하는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이들의 대표를 선출해 단체협약에 이
르는 제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노동법상 일반적인 적용대상인 임금노동자와 자
영노동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 관련 입법정책의
체계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로부터 플랫폼 노동관계가 어떠한 법적 환경에 있는지를 검토
해야 할 것이다.

8)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8 novembre 2018, 17-20.079.
9)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4 mars 2020, 19-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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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애플 매장 최초로 노조 결성
애플 미국 매장에서 최초로 노조가 결성되었다.
메릴랜드 주 타우슨에 위치한 매장에서 노동조합
것이다.1)

(IAM)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장의 기술 전문가이자 노조 결성을 이끈 주

65명의 노동자가 노조

역 중 한 명인 크리스티 프리젠에 따르면, 이번 결

조직에 찬성해 33명의 반대를 두 배 가까이 앞서게

과를 이끈 동력은 노동자들이 매장 운영 방식에 목

되었다.

소리를 내고 싶어한다는 점이었다. 프리젠은 근무

을 결성하기로 한

이번에 조직된 노조는 애플 소매 노동자 연합 또

시간과 일정 수립에 목소리를 내고 안전 프로토콜

는 애플코어(AppleCORE)라고 불린다. 투표 과정

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큰 이슈

에서 노조는 국제기계 및 항공우주 노동자 연합

였다고 덧붙였다.

1) CNN, “Union Wins Right to Represent Workers at an Apple Store for the First Time”, 2022.6.19.

미국 : 기업 경영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각
CNBC 설문조사에 따르면,1) 미국 노동자의 56%

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중

가 기업 대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18~24세의 젊은 노동자들 중에는 무려 48%가 대

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대표가 자신과 정치적 의

표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그

견이 다를 때에는 정치적 발언 지지 비율이 32%에

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불과했다. 즉 노동자들은 기업 대표가 정치적으로

자신들과 정치적 신념이 일치하는 리더가 있는 기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선호하면서도 그 입장이 자

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함을 의미한다. 현

신들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공

재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김이 커지고

화당원(45%)에 비해 민주당원(71%)이 정치적 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입장 불일치에 따른

언을 하는 대표들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이직 가능성은 경영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

았다.

지막으로 CNBC 기사는 정치 형국이 바뀌면서 경

주목할 점은 조직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
치적 입장을 밝힐 경우, 노동자들의 40%가 직장

영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도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1) CNBC, “Executives Who Get Pulled Into Politics Risk Alienating Their Own Workforce”, 2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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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AT&T, 고용 차별로 피소1)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회사 AT&T에서 전(前) 직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부처가 여러

원이 회사를 고용차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

모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리

다. AT&T의 조세연구 부처의 조셉 디페네데토 부

해고를 실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사장은 근 20여 년을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나 지난

실제로 원고 외에 다른 백인 직원도 함께 해고되었

2020년 가을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통지를 받게 되

다. 하지만 조지아 주 북부 지역의 마크 코헨 판사

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상사 자리에 지원했으나 그

는 이를 재판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했다.

의 연령 때문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많은 미국 기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페네데토 측 변호사는 회

업들이 조직 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시

사가 관리직 내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아래 회

도하고 있다. 코넬 대학교 스튜어트 슈왑 교수는 이

사 내 고성과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온 원고를

것이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전반적으로 부합

단지 “나이 든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직

하고 결국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AT&T는 이에 즉

원이 인종,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아선 안 된

각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당사의

다고 주장했다.

1) CBS News, “‘White Guy’ Case Against AT&T Can Move Forward, Judge Says”, 2022.6.9.

미국 : 리즈 슐러, AFL-CIO 최초 여성 선출 위원장
지난 2022 년 6 월 12 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

사와 학생, 호텔 직원 및 버스 운전사, 국회 직원, 대

된 AFL-CIO의 전국대회에서 엘리자베스 슐러가

마초 노동자(cannabis workers) 모두 조직화라는

AFL-CIO의 역사상 여성으로서 최초로 선출 위원

돌파구를 목도하고 있다.”라며, 하이테크, 유통 그리

장이 되었다. 물론 그는 2021년 리차드 트럼카 위

고 서비스 산업에 이르는 조직화 흐름을 확대시키겠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임시로 위원장직을

다고 선언했다. 또한 향후 십 년 동안 백만 명의 노

수행하고 있으나 전국대회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동자를 조합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

4년 임기를 맡게 된 것이다.

편 워싱턴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친노조 정책을

그는 전국대회 연설에서 스타벅스 및 애플의 노조

통과시키고 친노조 의원을 지원할 것이며, 조합원들

조직화를 언급하면서 “박물관과 체육관 노동자, 교

은 향후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위해 연중 내내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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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프레드 레드몬드가 재무국장 직을 맡게 되

면서 AFL-CIO 역사상 가장 최고직에 오른 흑인 노
조 간부가 되었다.

1) NPR, “Organizing and Adding Members are Top Goals for the Newly Elected AFL-CIO President”,
2022.6.17.

독일 : 석유업계의 우크라이나 관련 초과수익에 세금 부과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석유업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집행할 수 없다

에 큰 이익을 가져왔다. 2022년 1분기 석유대기업

고 지적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연방재정부 장관

쉘, 비피, 엑손 및 토탈이 독일에서 거둬들인 순수

역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사회민주당의 후베르

익은 전년 15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두 배 이

투스 하일 노동부 장관은 초과수익세의 도입 논의

상 증가했다. 이에 최근 브레멘 주는 소수의 대기업

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지만, 법적 쟁점이 아

이 공공의 희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석유업

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에너지 시장의 독과점 규제

계의 초과수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세금을 징수

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당 소속인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연방상원에 제출했다. 초

로베르트 하백 경제부 장관은 특별세의 도입에 열

과수익세 도입의 목표는 에너지 산업에서 우크라이

려 있다고 밝혔다.2)

나 전쟁과 연관되어 발생한 초과수익을 징수하여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은 특별세에 반대하는 입

이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담경감정책의 재원으로

장으로, 특히 초과수익이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삼는 것이다. 이 법안은 베를린과 튀링겐의 지지를

지적한다. 기민·기사연합 교섭단체의 율리아 클뢰

받고 있으며,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마셀 프라춰

크너 경제정책 대변인은 초과수익 과세가 헌법적으

소장 또한 이 특별세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완전

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독일 세법 시스템에도 맞

히 정당하다고 보았다. 유사한 입법례는 영국과 이

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탈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1)

고 보았다. 그는 “특별세 도입은 글로벌 석유업체

신호등 연정은 초과수익세 도입에 대해 상이한

를 독일 이외의 다른 수익시장으로 밀어내게 될 것

입장을 보인다. 자유민주당은 특별세에 반대하는

이고, 이는 공급부족 심화와 더 높은 가격을 야기

반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유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개별 산

지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카챠 헤셀 재정수석은

업분야에 특별세를 도입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임의

이러한 세금은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법적으로

과세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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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초안은 현재 전문위원회로 넘어간 상
태로, 2022년 6월 20일부터 검토가 시작되었고, 연

방상원은 해당 법안을 연방정부에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Tagesschau, “Bundesrat befasst sich mit Übergewinnsteuer”, 2022.6.10.
2) Tagesschau, “Falscher Weg oder völlig richtig?”, 2022.6.10.
3) Tagesschau, “Bei Übergewinnsteuer noch offene Fragen”, 2022.6.11.

독일 : 연방총리, 1960년대의 “협조 행동” 모델 부활 언급
최근 독일의 물가상승률이 8%에 육박하면서, 소

대화에는 참여했지만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대화로

비자들은 식료품점과 주유소 등의 지속적인 가격

인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올라프 숄츠 연

의 경제 상황 또한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당시

방총리는 연방의회의 일반토론에서 소비위축과 구

헬무트 슈미트 연방총리는 5%의 인플레이션이 4%

매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의 실업률보다 낫다는 입장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할

률의 부정적인 연관관계에 동조했으나, 현실에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플레

숄츠 총리의 발언은 특히 1960년대 말 대연정 시

이션과 함께 성장둔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동시

기에 제안되었던 소위 “협조 행동” 모델의 부활을

에 발생했다. 결국 이 모델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는 조치를 공동으로 협

칼 쉴러 경제부 장관은 정치권, 경제연합, 노동조합

의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단기적인 성과에 그쳤

및 연방은행 사이의 대화를 주선하여 이를 “사회적

다는 평가를 받는다.1)

이성의 테이블”이라고 명하고, 1967년 제정된 안

현재와 과거의 경제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나, 스

정화법 하에 성장, 고용 및 가격안정 목표가 조화를

태그플레이션의 위험과 임금 및 물가상승의 악순환

이루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의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감지되고 있다. 숄츠 총리

그러나 이 모델은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 대립

가 언급한 “사회적 파트너” 간의 입장도 당시와 유

및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머지않아

사한 형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한계에 부딪혔다. 우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임금

구하고 연방정부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조

협상의 자율성에 제한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임금

행동” 모델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 귀추

협상에서 정치권을 배제하고자 했다. 연방은행은

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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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gesschau, “‘Scholz‘ Rückgriff auf die 1960-er Jahre”, 2022.6.1.

독일 : 코로나 시기 홈오피스 활용 현황
지난 2021년 독일의 경제활동인구 중 홈오피스

나 발생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해 약 두 배 수준

형태로 근무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로 홈오피스 활용이 증가한 것이다. 2019년의 경

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우 동일한 수준(“적어도 가끔”)에서 홈오피스 형태

해 동안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2.8%에

약 25%(24.8%), 종속적 근로를 수행하는 자의 약

불과하였다. 봉쇄조치가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되었

23%(23.1%)가 “적어도 가끔” 이상 홈오피스 형태

던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전체 경

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에

제활동인구의 약 21%가 홈오피스 형태로 업무를

따른 대응책으로서 홈오피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

수행하였던 것에 비해서도 약 4%p 정도 증가한 것

도록 하는 등과 같은 한시적 정책의 영향으로, 코로

이다.

[그림 1] 독일 연간 홈오피스 업무수행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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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방통계청(Destat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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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법률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가

이상 홈오피스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응

홈오피스로 업무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경우 이를

답한 반면, 업무 내용상 업무 수행 장소를 유연적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던 법적 조치는 지난

로 변경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5%)나 건설 분

2022년 3월까지로 그 효력이 만료된 바 있다. 그러

야(8%) 등의 경우에는 홈오피스로 근무하였다고

한 영향으로 3월 이후 몇 개월간, 특히 최근 몇 주

응답한 비율이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동안 대부분의 회사들이 홈오피스를 중단하고 노동

이와 같은 독일의 홈오피스 활용 비율은 EU 평균

자들을 다시금 직장 내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추세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EU 27개 회

를 보이고 있다.

원국 15세 이상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4.2%가

홈오피스 실시 비율은 각 산업분야별로도 차이를

홈오피스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응답하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야별 격차는 홈오피스

였다. EU 회원국 중 홈오피스 활용 비율이 가장 높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성질의 업무인

았던 국가는 네덜란드(54%)였으며, 스웨덴(46.5%)

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소적인 측면

과 룩셈부르크(45.4%)도 약 50%에 가까운 수준으

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는 IT서비스 분야의 경

로 홈오피스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우에는 약 75%가 넘는 노동자들이 “적어도 가끔”

나타났다. 반면 동유럽에 위치한 불가리아(6.5%)나

[그림 2] 독일 산업분야별 홈오피스 업무수행 비율(2021)
(단위 :%)
5.4

보건의료
건설

8.1

소매(완성차 판매 제외)

8.3
12.1

사회복지

23.1

종속적 노무제공자

25.2

기계조립

30

자동차(부품) 제조

35.6

공공행정

39.8

금융서비스

41.8

교육

45.7

에너지공급

59.9

연구개발

66.2

보험 및 연금

71.3

경영관리 및 컨설팅

75.9

IT 서비스
0

10

자료 : 연방통계청(Destat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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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6.6%)의 경우에는 홈오피스 활용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Ein Viertel aller Erwerbstätigen arbeitete 2021 im Homeoffice ,
2022.6.14.

독일 :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른 노동시간 증가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에서 발표한 자

비해 약 6.8%가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해당 연

료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2

구를 담당한 수잔나 방거는, “미니잡 고용과 마찬가

년 1분기 총노동량은 2021년 1분기 대비 3.3% 증가

지로 부업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단기적

한 154억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일자

우선 2022년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4,510만

리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거의 사라졌으나, 규제가

명으로 2021년에 비해 약 69만 명이 증가하며 코

완화되면서 다시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분기 수준을

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넘어섰다. 또한 2022년 1분기 노동자 1인 평균 노

한편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감소하는 추

동시간의 경우 약 341.3시간으로, 이는 2021년 1

세에 접어들었던 단축노동지원금 수급자의 수는

분기보다 1.7%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2022년 1분기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

또한 2022년 1분기에 부업 활동을 한 노동자들
은 약 415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2021년 1분기에

하여 2021년 4분기보다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
였다.

1) Institut fü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 Mit fortschreitender Erholung des Arbeitsmarkts
arbeiten Beschäftigte wieder mehr Stunden , 2022.6.7.

영국 : 영국 철도해운노조, 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 예고
전국 철도해운노조(RMT) 소속 조합원 4만 명이

워크 레일(Network Rail)과 13개 민간철도여객 회

2022년 6월 21일·23일·25일 삼일에 걸친 전국적

사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총파업은 1989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1)

영국 철도시설공단 네트

년 이래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파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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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될 예정이다. 노조 측에서는 네트워크 레일

정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추진 예정인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철도해운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시 관

더불어 최근의 높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실질임

광, 숙박, 교육 부문 등을 중심으로 영국 산업 전반

금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6,

6월 18일 현재 양자 간에는 파업을 앞두고 최종협

7월 대규모의 국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환대업

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나, 네트워크 레일 측에

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관광, 레저, 공연 부

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누적된 영업손실을 만

문에 초래될 피해액이 10억 파운드를 초과할 것이

회하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비용감

라 지적한다. 해당 업계 내에서는 지난 2년간 이동

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협상

제한 조치로 인해 이미 큰 고통을 치룬 해당 업계에

과정이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한편 철도해운노조

또다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측에서는 사용자 측과 최종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예

점차 커지고 있다.

1) BBC, “Rail Strikes Will Drive Passengers away, Grant Shapps Says”, 2022.6.17; The Guardian,
“Network Rail in Last-ditch Bid to Stop Train Strike Causing Chaos Across UK”, 2022.6.18.

영국 : 보육료 부담 급증으로 노동시장 퇴출 위협받는 여성 노동자
올해 초부터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
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

육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급여의 32%를 자
녀 보육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운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들이 지난

위의 조사 결과들은 가구부담 아동양육비 지출이

10년간 급증한 보육료 부담까지 안으면서 큰 고통

증가하고 돌봄 서비스 공급난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다.1) 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퇴출압력이 비약적

근 영국노총(TUC)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2022

2021년 기준 1인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연

년 초에 수행된 맘스넷(Mumsnet)의 설문조사 결과

간 평균 보육료 지출은 7,212파운드인 것으로 파악

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여성 부모 노동자 중 43%

되었다. 이 금액은 2010년에 조사된 연간 평균 보

가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보육

육비인 4,992파운드보다 44%나 증가한 수치이다.

료 부담 때문에 현재 본인이 희망하는 것보다 적은

참고로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된 영국노총의 또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령전기 아동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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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Guardian, “UK Childcare Costs Soar by more than £2,000 in a decade, TUC says”, 2022.6.13.;
The Guardian, “I Asked Boris Johnson About the Childcare Crisis. His Response? ‘More Tumble
Tots’”, 2022.6.14.

프랑스 : 청년 구직난 및 계절노동 일손 부족 해결 위해 소셜 데이팅 앱과 협력
프랑스 정부와 젊은 세대가 주 소비층인 소셜 데

해 약 600만 명이 인턴 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

이팅 플랫폼 “틴더”가 협력해 청년들에게 여름 단

로 채용되었다고 알려졌다. 틴더는 만 18세부터 이

기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1)

만 25세 미만 틴더 이용자에게는 해당 플랫폼에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는 틴더 이용자 중
만 18세에서 25세 사이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여름 아르바이트 정보 관련 화면이 뜨며, 이를 통

이번 협력은 최근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업

해 프랑스 노동부의 “1청년, 1솔루션(1 jeune, 1

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중 최대

solution)”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식당

성수기인 여름 바캉스 시즌이 다가오지만 요식업

종업원에서부터 계산원과 아이돌보미 등 약 7만 개

과 숙박업, 관광업계 등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

의 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다.

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고용지원 사무소에

“1청년, 1솔루션”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작

따르면 2022년 프랑스 내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된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을 포함하여 36만 610건의 채용 계획이 있지만 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6세에서 25세 청년

중 63.2%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또

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한 일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중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까지 이를 통

50.5%가 계절노동이라고 설명했다.2)

1) Libération, “Tinder s’unit avec le gouvernement pour faire travailler les jeunes”, 2022.6.11.
2) Actu, “Pénurie de main d’œuvre pour l’été: pourquoi les employeurs peinent à recruter des
saisonniers”,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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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총선 1차 투표, 좌파 진영 약진 … 여권 과반수 확보 불확실
지난 2022년 6월 12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1

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선거에서 선거인단

차 투표에서 장-뤽 멜랑숑의 “굴종하지 않는 프랑

의 최소 25%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를 확

스당(LFI)”을 중심으로 “사회당(PS)”과 “프랑스 공

보하지 못한 지역구에서는 1차 투표에서 1위와 2

산당(PCF)”, “녹색당(EELV)” 등이 총선을 위해 연

위를 기록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6월 19

합한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최종 25.66%

일 2차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1차 선거 결과

의 표를 얻으며 여권 진영의 국민의회(Assemblée

를 바탕으로 전망하는 최종 예상 의석 수는 좌파연

nationale)의 과반수 확보를 사실상 저지한 것으

합이 160~210석이며, 여권연합은 260~290석이

로 평가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

다. 총 의석 수가 577석인 것으로 고려하면 과반수

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naissance)”가 주

확보에 필요한 의원 수는 289명이다. 여권연합 예

도하며 에두아르드 필리프 전 국무총리의 “호리즌

상 의석 수에 포함되지만 이 역시 사실상 쉽지 않을

(Horizons)” 등이 함께한 여권 총선 연합체 “앙상

전망이다.

블!(Ensemble !)”은 25.75%의 득표율로 전체에서

반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 국민전선(RN) ” 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둘 사이에는 불과 0.09%

18.68% 표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25석에서 36석

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1)

으로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총

다만 양 연합체 사이의 실제 의석 배분에는 차이

선에서 얻은 8석보다 많은 의석이다.

1) RMC, “Législatives : la liste des résultats définitifs avec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finalement en tête”,
2022.6.13.

프랑스 : 2021년 그랑제콜 학위자, 연평균 급여 상승세를 보여
2022년 6월 15일, 그랑제콜 협회가 발표한 연구

였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경영대학원 졸업자의 취업

졸업생의 취업률은 80%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고,

률과 연봉이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

2021년의 경우 약 90%를 달성하면서 상황이 호전

났다.1) 로랑 샹파네 협회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

됐다. 또한 2022년 초를 기준으로 89%의 졸업생이

계와 보험사 및 컨설팅 등 많은 분야에서 현재 그랑

정규직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주

제콜 출신자의 채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

요 취업 지표가 보건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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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적으로 낮은 초봉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약

2021년 그랑제콜 학위자의 연평균 급여는 약

1,760유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장 낮은 급여를

36,550유로로, 전년 35,460유로와 비교했을 때 다

받는 부문은 섬유 산업과 미디어 업계 종사자로, 연

소 상승했다. 금융계나 보험업계로 진출한 졸업자

평균 약 34,000유로를 기록했다. 한편 해외로 진출

의 경우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는데, 엔지니어 학

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11.7%에 머물면서, 십여 년

위자의 평균 초봉은 약 42,800유로, 경영대학 출신

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영국을 제치고 스위

자는 약 45,300유로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경영

스로 이주하는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대학 학위자가 엔지니어 학위자보다 약 6% 더 높

룩셈부르크와 독일이 있다. 스위스에 진출한 졸업자

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

의 급여는 연평균 최고액 69,600유로를 기록했다.

1) Le Monde, “A 36 500 euros par an, les salaires des jeunes diplômés des grandes écoles repartent à
la hausse”, 2022.6.15.

프랑스 :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 위원장 로랑 베르제 재선에 성공
2022년 6월 16일, 로랑 베르제 프랑스민주노동총

정안을 채택했다. 이 수정안은 국민의 기대수명이

연맹(CFDT) 위원장이 유일한 후보로 위원장 선거에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령을 높이려는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1) 지난 2012년부터 프랑스

정부의 새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2대 노동조합인 CFDT 총연맹을 이끄는 로랑 베르제

67.5%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 수정안은 CFDT를 제

는 대의원대회에서 96.68%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

외한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동일하게 논의되어 유사

위원에 당선되었으며, 42명 집행위원 전원의 찬성으

한 수정안이 소개된 바 있다. CFDT는 정부가 추진

로 집행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한편 베르제 신임 위원

하고 있는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

장은 4년으로 예정된 임기 도중에 하차하겠다는 의

장을 취해왔지만, 동시에 기대수명과 사회보장제

사를 밝혔는데, 후임은 2018년부터 부위원장을 맡고

도 지출금 인상 간의 연관성을 오랜 기간 동안 옹호

있는 마릴리즈 레옹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온 사실로 인해 노조 내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퇴직연금을 둘러싼 문제를 계기로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지난 2010년

노조 내 마찰이 빚어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는

프랑스 투르에서 열린 총회의 결과와 더불어 CFDT

데, 총연맹은 프랑스 리옹에 모여 현 정부 출범 이

가 최소 20여 년 동안 투쟁해온 것의 연장선에 있

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연금개혁을 주제로 한 수

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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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 Point, “Laurent Berger largement réélu à la tête de la CFDT”, 2022.6.16.

일본 : 기업에 남녀 임금 차이 공표 의무화1)
일본 정부는 기업이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대해서도 이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표 대상

의 임금 차이를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

에 해당하는 기업은 남성 임금 수준에 대한 여성 임

표하였다. 이 방침은 기시다 총리가 내세우는 “새로

금의 비율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이러한 임

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며,「 여성

금 차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활약추진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또 이 방침은 정규직과 비

로 한다. 상시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301인 이상인

정규직의 비율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대기업에서 우선 시행하고, 101~300명인 기업에

1) 日本経済新聞,「 男女の賃金差, 開示義務化―政府方針, 非上場・中堅企業も対象―」, 2022.5.20.

일본 : 춘투 2%대 임금인상 쟁취 예상돼1)
2022년 춘투 임금인상액과 임금인상률이 2021

24.54엔(2021년 19.91엔)이고, 평균 시급으로 보

년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

면 1052.03엔(2021년 1038.77엔)이다. 또한 평균

회(렌고)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월급인상액은 5,076엔(2021년 3,667엔)으로 인상

평균 임금인상률은 2.1%(2021년 1.78%, 2020

률이 2.33%인데, 이는 유기・단시간・계약노동자에

년 1.90%)이며, 평균 임금인상액은 6,000엔대로,

대한 임금협상이 시작된 2014년 이후의 결과와 비

2015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유

교해 볼 때 2020년(3.02%) 다음으로 높은 인상률

기・단시간・계약노동자의 경우 평균 시급인상액은

이다.

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賃上げ額, 率は昨年を大きく上回る水準。賃金改善を獲得した組合の割合は50％
近くに到達 ――労働組合全体でみた賃上げ回答の状況」,『 ビジネス・レーバー・トレンド』,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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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외식 대기업 노동시간 1분 단위로 인정하기로1)
일본의 대표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대기업인 스카

차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2) 일본 내 3,000여 개

이라크홀딩스가 2022년 7월부터 파트타임 노동자

점포에서 근무하는 약 9만 명의 노동자가 대상이

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시간 인정 기준을 5분

며, 그 금액은 약 16억~17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

단위에서 1분 단위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미지급한 5분 미만의 임금

업종에도 노동시간 계산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

에 대해서는 지난 2년 치를 1분 단위로 계산해 그

이라고 예상된다.

1) 毎日新聞,「 すかいらーくHD, アルバイトの賃金を1分単位で支払いへ」, 2022.6.9.
2) 스카이라크홀딩스는 지금까지 5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
동자가 64분 노동한 경우, 4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6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파트타임 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전국일반도쿄동부노동조합)이 항의하였고, 이후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조치가 결정되었다.

브라질 : 일자리 질 계속해서 악화, 공식 고용 비중 줄고 자영노동자 크게 늘어
브라질 일자리의 질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

280만 개가 줄었다. 2014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

다. 경제 컨설팅 기업인 LCA 콩수우토레스(LCA

서 공식 일자리의 비율이 43%(약 3,900만 명)를

Consultores)가 통계청 데이터(PEND ContÍnua)를

차지했으나 2022년 1사분기에는 38.1%(약 3,600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

만 명)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인 자영노동자

년까지 약 8 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공식 일자리

는 630만 명이나 증가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

<표 1> 민간부문 공식 고용(2014~2022년)
(단위 : %)

취업자 중
공식 고용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3월

42.5

41.4

41.0

39.3

38.4

38.1

38.2

37.5

38.1

주 :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연도 10월 기준.
자료 : G1, “Brasil perde 2,8 milhões de trabalhadores com carteira em 8 anos; informalidade e conta própria
crescem”,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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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2년 26.5%까

목되었다.1)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에 따르

지 늘었다.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150만 명

임금 노동자도 11.6%에서 12.8%로 늘었다. 이러한

이며 배달앱 종사자의 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제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업

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을 선택하

분석됐으며, 특히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산 공정

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2)

의 자동화나 유연노동 형태인 위장 자영노동과 플
랫폼 노동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지

1) G1, “Brasil perde 2,8 milhões de trabalhadores com carteira em 8 anos; informalidade e conta
própria crescem”, 2022.5.18.
2) G1, “Brasil tem cerca de 1,5 milhão de pessoas que trabalham em aplicativos de forma informal,
diz Ipea”, 2022.5.10.

브라질 : 2021년 가구 월평균 소득 큰 폭으로 감소

2021년 가계의 실질 월평균 소득은 1,353헤알

계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33만 9천 원)로 전년대비 6.9%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사회복지프로그램

2012년 이후 측정된 수치 중 가장 낮은 값을 기록

수혜 가구의 비율은 23.7%에서 15.4%로 감소했다.

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1인당 월평균 가구 소득

이러한 소득 감소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이 가장 낮았다.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조금이라도

2020년 0.524였던 지니계수가 0.544로 증가했다.

있었던 사람의 비율은 2020년 61.0%에서 2021년

특히 1인당 월 가계소득 감소폭은 저소득층에서 더

59.8%로 감소했으며 이 역시 2012년 이래 가장 낮

두드러져 소득 하위 5%의 가계소득은 33.9%, 하위

았고 이 지표의 하락은 북부 지역일수록 더 심했다.

5~10%의 가계소득은 31.8% 하락했지만, 소득이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는 재난지원금

가장 높은 상위 1%에서는 6.4% 하락했다. 2021년

등의 이전소득효과로 급격한 소득 추락을 막았으나

기준 소득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하위 50%의 소

2021년에는 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이 줄면서 가

득보다 38.4배 높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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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BGE NOTÍCIAS, “Em 2021, rendimento domiciliar per capita cai ao menor nível desde 201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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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동향 원고모집 안내
『 국제노동브리프』는 해외 주요국의 고용·노동 관련 주요 제도와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국노동
연구원의 월간지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최신 해외 연구논문을 소개하는 ‘해외연구동향’ 섹션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제출방법

• 주제 및 내용 : 최근 3년 이내 발간된 고용·노동 관련 주제의 해외 연구 논문(한 편 또는 여러 편 비교)
또는 책 등 최신 연구 결과물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다.
• 원고분량 : 지정된 작성요령에 따라 A4 10매 내외
• 원고제출 : 이메일(cmj0411@kli.re.kr) 수시 접수
2. 원고 작성요령

• 원고는 본문(머리말-본론-맺음말 형식을 취함)과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 본문의 번호 체계는 자유롭게 사용한다.
•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고, 그림의 경우 편집을 위한 엑셀이나 jpg 등의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
• 본문이나 각주에서 언급한 문헌정보는 참고문헌에 포함한다.
• 참고문헌 표기는 아래 작성 예시를 따른다.
<국문 및 동양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 서명』, 권(집)호, 페이지 순(pp.○~○)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서명』,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영문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 volume(number),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서명(이탤릭체) ,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3. 원고료

•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국제노동브리프』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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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