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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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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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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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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_

2022년 6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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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