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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미국 : 애플, 대면근무 확대 계획 연기
애플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시 증가하

상황에서의 대안적인 근무형태로 떠오르고 있는데,

면서 주 3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고정 출근 예

애플뿐 아니라 구글 역시 원칙적으로 주 3일 대면

정이었던 대면근무 확대 계획을

연기했다.1)

아울러

근무를 내세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

공용구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도 다시 부

게 자체적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개발할 수

활시켰다.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6만 5천 명의 애플 노동자

이러한 근무형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애플 노동

중 대다수는 원격으로 근무해왔고 애플은 일터복귀

자의 반응은 좋지 않은 듯하다. 직원의 76%는 일터

계획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팀 쿡 대표가 대면근

복귀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표현할 만큼 여

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터로의 복귀가 추진

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2) 2022

되었고, 마침내 단계적 일터복귀 계획을 포함한 하

년 5월 초 애플 경영진에 보낸 서한에서 직원들은

이브리드 근무 계획에 따라 2022년 4월 11일부터

일터복귀 정책이 “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동

주 1회 출근이 시작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5월 23

자들의 자율성에 대한 두려움, 통제를 잃는 것에 관

일부터 주 3일 대면근무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두려움”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이 정책이 생산

팬데믹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연기된 것이다. 이

성을 제한하고 다양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렇듯 대면근무와 재택근무가 혼재된 모델이 팬데믹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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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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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에도 노조를 인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금 버팔로 지역 매장의 노조를 인정하도록 명령을

다. 사용자 측에 대한 고소장에는 스타벅스 측이

전해졌다.1)

2021년 해당 매장

노조 조직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거나 보

에서 치러진 노조 조직화 투표가 부결되었지만 그

복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노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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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 조직을 저지하

노조 조직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기 위해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는

NLRB의 변호사였던 매튜 보디는 NLRB의 움직임

노동자를 감시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매우 공격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범위 내에 속

NLRB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노동자들이 노조 조

한다고 보았다.

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공정한 선거를 치를 기회를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NLRB의 주장은 거짓

보장받지 못했고, 그 해결책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이라며 향후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

교섭 명령을 내릴 것을 제시했다. 버팔로 지역의 다

다.

른 매장에서는 사용자 측이 외부 노동자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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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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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등을 제출했다. 이틀 후 스칼렛은 에픽게임즈로

쉐르 스칼렛이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게임 회사 에

부터 다른 후보가 최종 채용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픽게임즈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최

되었다. 스칼렛은 이것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근 직원 채용에서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자신의 노

보고있다.

동운동에 참여한 이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엘카 룩스 대변인은 스칼렛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스칼렛

활동 경력은 이미 이력서가 기입된 웹사이트에 소

은 에픽게임즈의 직원 채용과정에 지원한 후 지난

개되어 있었으며 이는 채용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

2021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총 네 번에 걸쳐 채용

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에서는 고득점자를 채

면접을 진행했다. 당시 회사에서는 스칼렛에게 향

용하는 합리적인 경쟁 절차를 도입했을 뿐이며, 단

후 회사에서 맡게 될 업무와 중첩될 만한 활동 이력

순히 추가적인 문서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채

에 관한 문서를 요청하였다. 이에 스칼렛은 애플에

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서 근무하던 당시 동료 직원들에게 “애플 투게더”

현재 NLRB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라는 노동운동 단체에 대해 자문을 해왔던 것과 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

당노동행위에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증언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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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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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최근 심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

국제전기노동자형제단(IBEW)의 정기 총회를 방문

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을 전통적 지지

하여 공화당이 중산층을 외면했던 것과 달리, 현 정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입지에

부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족들을 반드시 지지하고

도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의 친노조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노

이와 같은 행보는 최근 민주당에서 커지고 있는

동자 유권자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지지층 이탈에 대한 고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조직화를 이

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드러났듯, 오하이오를

끌고 있는 크리스 스몰스를 비롯한 스타벅스 노조

비롯한 여러 주에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

조직가 등을 백악관에 초빙하여, 현 정부가 노동에

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유무역 반대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연일 노

메시지가 노조에 소속된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력하고 있다.

일으키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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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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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에 물건을 싣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기계를 작

위반으로 약 1만 4,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

동시키도록 열쇠까지 지급했다. 미국 공정근로기준

하게 되었다.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경우 노동을 하는 것 자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사우

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스에이븐에 소재한 크로거의 한 지점에서 16, 17

쓰레기 분쇄 압축기와 같은 위험한 장비에 무언가

세 가량 되는 미성년자 세 명에게 쓰레기 분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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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드 마이어 사는 총 5만 5,440달러의 벌금을 지

시간, 일주일에 최대 1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

불하게 될 예정이다.

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점에서는 15세의 미성년

노동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2,800건이 넘는

자가 이 기준을 넘어 노동한 사례 또한 보고되었다.

위법적 미성년자 노동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미

이에 따라 크로거는 총 1만 3,673달러의 벌금을 지

국 노동부 관계자는 “아동 노동법은 어린 노동자들

불하게 되었다.

이 안전과 교육에 차질 없이 값진 근로경험을 가질

유사한 사례로, 포틀랜드에 위치한 크로거의 자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미성년

회사인 프레드 마이어의 세 지점에서도 아동노동법

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이 지점들은 미성년자에게

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

상자 포장기계에 짐을 싣게 했는데, 노동부는 이 또

다.

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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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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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만성적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노동청은 4월 실업자 수가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의 직업교육 지원자는

230만 9천 명을 기록하여, 3월에 비해 5만 3천 명

33만 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천 명이 감소했다.

이 감소했고 2021년 4월에 비해 46만 2천 명이 감

연방노동청은 이들 중 18만 2천 명이 원하는 직업

소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은 5%를 기록하여 전월

교육 또는 그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비 0.1%p, 전년대비 1%p 감소했다. 데트레프 쉘

현재 등록된 직업교육 자리는 46만 6천 개로, 이 중

레 연방노동청장은 “봄의 활기와 코로나19 제한조

29만 1천 개가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2)

치 완화에 따라 노동시장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지

연방노동청이 발표한 2022 년 4 월 구인지표

만,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BA-X-Stellenindex)는 138점으로 3월에 비해 2

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1)

점 증가, 2021년 4월에 비하면 33점이 증가하여

한편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

연방노동청이 2005년 최초로 해당 지표를 발표한

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직업교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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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경기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

하게 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

다고 지적하며, 이민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신속

팔렌 주지사 대변인인 요하임 슈탐프는 여러 부문

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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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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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가 이루어진 뒤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성과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독일의 물가가 급

라고 우려하면서도, 독일이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등하고 있다. 연방통계청은 2022년 4월 소비자물

에너지 종속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전쟁 시작 전

가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50% 이상이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35%로 줄

이는 독일 통일 이후 최고 수치이고, 구 서독 기준

어들었다.”라고 밝혔다.3)

으로는 1981년 가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 경제에 미치

방정부는 2022년 평균 6.1%의 물가상승률을 예상

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연히 줄어든 해외수주량에서

최고치이다.1)

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산업계는 전쟁 발발 이후

전문가들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상승이 오

예상하지 못했던 수주 감소를 겪고 있다. 연방통계

래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청에 의하면 기업들의 해외수주량은 전쟁이 시작된

상품가격 인상과 소비자의 구매력 위축을 우려하고

직후인 2022년 3월 들어 전월대비 4.7% 감소했다.

있다.2)

연방경제부는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수요에 영

하고 있는데, 이 역시 1981년 이후

로베르트 하벡 연방경제부장관은 2022년 상반

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현재로서는 추후 몇 달간

기 경제전망 발표에서 2022년 경제성장률이 1월

의 전망도 어두워 급격한 회복은 기대되지 않는다.”

연간경제보고에서 발표한 3.6%보다 1.4%p 감소한

라고 예상했다. VP은행의 경제분석가인 토마스 기

2.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러시아산 원료

첼은 “이번 여름은 독일 경제에 있어 목마른 계절

수입금지가 고려되지 않고 계산된 잠정적인 수치

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침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

임을 강조했다. 하벡은 “EU의 러시아산 원료 수입

다고 경고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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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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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였던 “기업가치 :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의 일

백서 발간 이후 백서에 포함된 노동 관련 사업 및

환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업가치 : 사람” 사업 역시

산업 4.0과 연계된 후속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러

지역별 미래센터와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말까

한 사업들 중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

지 그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독일에

에서 중소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소재하여 2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

업도 주요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였다. 독일 연방

이 250명 이하인 중소기업 중, 연 매출이 5천만 유

노동사회부와 자금 지원을 담당한 유럽사회기금

로 미만이거나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

(ESF)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개

로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과

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 및 소속 직원

관련하여 2022년 현재 연방 전체적으로 총 76개

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의 1차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723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및 직원교육을 지원하였

의 상담지원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을

던 지역별 미래센터 사업을 2022년 12월 31일까

통해 제공되는 컨설팅은 2022년 12월 말로 종료될

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지역별 미래센터

예정이며, 따라서 자문비의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

를 통한 지원 사업은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

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 사업의 운영 경과를 바

애초에 이 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2014

탕으로 연방노동사회부는 2019년 이후 확보한 경

년까지 유럽사회기금(ESF)의 지원을 받아 연방노

험과 자료 등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보고서로도 출

동사회부에서 동일한 프로젝트 명으로 시범 운영하

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

였었는데, 이 기간 동안 총 30개의 지역에서 36개

아니라 2023년 초부터 4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하

소의 1차 상담센터가 운영된 바 있고 약 3천 개의

여 동일한 내용의 후속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

회사가 1차 컨설팅을 제공받았으며 그중 95%가 2

이다.1)

단계의 심층 컨설팅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

이 지역별 미래센터의 경우 큰 틀에서는 노동 4.0

범 운영 단계를 거쳐 노동 4.0의 녹서가 발표된 이

내지 산업 4.0의 후속사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의

후인 2015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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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의 기술 향상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시행되

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었던 지원 사업이 2차에 걸쳐 연속성을 가지고 이

기민당의 메르켈 정부하에서도 연방노동사회부

어올 수 있었던 것이나 새로운 정부에서도 동일한

장관직은 2013년 이후 사민당 소속 의원들이 담당

내용의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하였으며, 현 노동사회부 장관인 후버투스 하일의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의 정치적인 안정성이 주요한

경우 이전 정권에서 지명되어 연속성을 가지고 업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를 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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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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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만 6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

다. 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산업별 단체협약

적 노사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

과는 달리 구 동독 지역이 구 서독 지역보다 높은

년 독일의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예년과 비슷

적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의 경우 구 서독

한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구 동

지역의 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9%, 구 동독 지

독과 서독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는

역은 11%로 나타났다.

데, 구 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약 45%, 구 동독 지역

어떤 형식이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

은 약 34%의 노동자가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은 노동자의 비율은 구 서독 지역이 46%, 구 동독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구 서독 지

지역이 55%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에 약 9%의

역이 45%, 구 동독 지역이 32%였던 것과 비교하

격차를 보였다.

면 구 동독 지역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다소 증가하

또한 단체협약 적용률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감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단체협약 적

IAB의 수잔나 코하우트 연구원은 2021년에 산업

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난 산업 분야는 공공행정 및

별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사회보장 서비스 분야로 그 적용률이 약 79% 수준

평가하였다.

에 달하였다. 반면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약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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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9% 수준으로 2020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

용률에 해당하였다. 다만 정보·통신 분야의 단체협

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평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약 적용률은 지난 2019년 11%였던 것에 비해 약

속한 노동자 비율의 동·서 지역 간 격차는 2016년

4% 증가하였다.

에 약 9% 수준이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그 격차가

5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노사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

계의 당사자인 사업장 평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년에 들어 이 격차가 약 4%에서 약 5%로 다소 증

속한 노동자의 비율을 2021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

가하면서 감소 추세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

대로 살펴보면, 구 동독 지역이 34%, 구 서독 지역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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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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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당 내각에서는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통해 추

공무원 수를 3년 내에 2016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근 대두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1)

이는 보수당 정부

있는 생계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율인하 등의

가 전체 47만 5천 개의 중앙정부직 중 20%인 9만

추가적인 대책을 대놓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반면

1천 개 직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개혁을 추진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조직 축소안의 실효성에 대

자 함을 의미한다. 존슨 총리는 이번 축소안이 최근

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에 관해 셰필드 대학 회계

수백만 명의 영국인을 빈곤위기로 몰고 있는 생계

학 전공의 리차드 머피 교수는 “고용을 축소한다고

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데

해서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인원감축은

일리 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존슨 총리는 “전 국가

그저 일부 사람들2)이 겪는 생계비 위기를 크게 악

적으로 개인들과 기업들이 치솟는 물가문제에 마주

화시킬 뿐이다. 해고위기를 겪지 않는 나머지 사람

할 때, 시민들은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

들은 해고될 공무원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누리

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리라 기대합니

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의 생활수준 또한 악화될 것

다.”라고 말했다.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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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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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증가분은 0.1%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근로소득 노동자의 임금

IFS의 분석내용은 임금상승분이 급격한 물가상

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게

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수백만 명의 영국인이 빈곤

상승하면서 영국의 임금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금융인, 변호

분석이 제시되었다.1) 영국 재정연구소(IFS)에서 최

사, IT 전문가 등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은 오히려 실

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으

질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

로 임금이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임금구간별 상승

다. 이와 관련하여 IFS 샤오웨이 쉬 선임연구원은

폭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IFS 측의 설

“임금소득 구간별 소득증가분의 차이는 팬데믹이

명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소득 직종에서 직원들의

시작된 이후로 확대되어온 임금불평등 문제를 더욱

퇴직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악화시킨다. 최하위 소득 노동자의 임금증가분이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상위 1% 노동자

가장 컸던 팬데믹 이전 시기와는 대비된다.”라고 설

의 근로소득은 2.3%나 증가했다. 반면 구직난에도

명하였다.

불구하고 중위 소득자의 임금증가치는 0.5%,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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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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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가 비정형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진

26일 발간한「 인구와 사회」4월호 보고서에 따르

것으로 나타났다.1) 비정형 노동시간은 토요일과 일

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미숙련 여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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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2013년

른 아침에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형 노동 정도가 36%였던 것이 2019년 들어

비정형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데

35%로 미세하게나마 줄었다. 여성의 경우 비정형

에는 노동자의 직책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

노동 정도가 2013년 37%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

났다. 실제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간부 직급

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여성일 경우 주말 노

인 경우 비정형 노동을 제공하는 정도가 23% 줄어

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근무를 하

들었으나,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11%가 증가했다.

는 남성 노동자는 2013년 23%에서 2019년 22%

이 같은 경향은 남성 노동자층과 비교해 보면 더 두

로 조금 줄어들었으나 여성 노동자의 경우 29%를

드러진다. 남성 관리자 직급의 경우 같은 기간 비정

유지했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같은 기간 여성 노동

형 노동시간이 14% 줄어들었지만 미숙련 남성 노

자의 경우 14%에서 15% 상승했으나 남성은 12%

동자층 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에서 11%로 하락했다.

반면 성별에 따른 비정형 노동시간 노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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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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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업장의 경영

도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는 기업 내 여성 임원

진 남녀 비율을 공개하며, 관련 정보는 매년 3월 1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일명 “릭생법”의

일 새로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직 경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밝혔다.1)

영진은 반영되지 않으며 해외파견 임원진은 포함된

직업 및 경제적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다.

으로 하는 릭생법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국회

의무화된 여성 고위 경영진 비율을 지키지 못할

를 통과했으며, 경영진의 여성 비율을 2026년까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먼저 2026년까지 법으

30%, 2029년까지 40%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로 규정한 여성 임원 비율 30%를 달성하지 못했을

한다. 해당 법은 최근 3년간 천 명 이상의 피고용인

때 기업은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을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2029년에도 30%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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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우 해당 사업장의 임금 총액 및 수입의 1%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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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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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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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내 산재 사망률을

연맹이 공개한 자료를 두고 카미유 프라델 변호

기록했다. 이날 연맹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노동

사는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적용

자의 산업재해 사망을 종식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

기준이 타 회원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표했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의 주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변국에 비해 노동자의 사망률이 비교적 높다는 점

감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

이 밝혀졌다. 유럽통계청(Eurostat)이 제공한 데이

한 바 있는데, 임시직과 계약직을 비롯하여 프랑스

터1)를

살펴보면 2030년까지 폴란드는 563명, 독

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일의 경우 3,143명의 사고사가 예측되는 반면, 프

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이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

랑스에서는 약 8천여 명의 사고사가 추정됐다. 지

대 산업재해 사고의 약 15%가 고용 후 첫 3개월 이

난 10년간 EU 회원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대

내에 발생하며 사고사망자의 4분의 1이 근속 1년

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

미만의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재 사망사

랑스는 2010년 537건에서 2019년 803건으로 오

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하기로 했

히려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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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내에서 우크라이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프랑스로

나 이주민은 2022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취업 허

이주해온 난민은 지금까지 약 5만 명으로, 난민 중

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

되어 구직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됐다. 이처럼 난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수용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

방안을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4월 1일 엘리자베스

되고 있지만, 주거공간 확보와 언어장벽 문제는 신

보른 당시 노동부 장관은 약 600여 개의 민간 기업

규 이민자를 고용하는 데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

과 연계해 7천 개의 일자리를 난민 대상으로 창출

다.2) 먼저 주거 문제의 경우에는 여성과 아동에게

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부문으로는 주로 호텔업계

안정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이 미비한

나 요식업이 논의됐으며, 장관은 향후 난민의 일자

상태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학습 방안 또한

리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두고 프랑스로 이주한

였다.

난민의 취업을 돕는 민간 협회인 코디코의 루시 멜

인력서비스 기업인 아데코는 1,300개의 기업과

리 대변인은 가사 도우미나 청소부 등 저숙련 이주

협력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유럽 차원의 새로

노동자의 생활 적응, 임금 개선 및 사회 통합을 위

운 채용 플랫폼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지

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까지 약 4천여 명의 난민이 유럽 내에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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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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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약 195만 6천 명이었다. 반면 2021년도 취업건

생노동성이 공표한 2021년도 월평균 유효 구인수

수는 약 10만 4천 건으로, 1.5% 증가하는 것에 그

는 전년대비 9.5% 증가해 약 226만 6천 명이었으

쳤다. 이처럼 구인이 늘어도 구직자가 줄지 않고 취

며, 2021년 유효 구직자 수는 전년대비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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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 산업 등에서 많고 이들이 곧바로 제조업이

과 비교하여 2021년 3월의 신규 구인수는 제조업

나 디지털 산업 등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

과 정보통신업에서 각각 32.4%와 4.0% 증가하였

장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으나, 소매업과 식음료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7.6%

의 담당자는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3월에

와 1.3% 감소하였다. 즉 현재 채용이 활발하게 이

는 휴업자 수가 243만 명으로 다른 때보다 많은 상

루어지고 있는 산업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상대적

황이지만, 휴업자가 노동시장 미스매치에 따라 전

으로 적게 받은 디지털 산업과 제조업 등의 산업이

직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

다. 하지만 구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고 설명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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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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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내각부에서 총

에는 200만 엔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

무성의「 전국가계구조조사 」와「 전국소비실태조

직에게는 “가구소득 300만 엔의 벽”이 존재한다는

사」를 토대로 1994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구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연간 소득

또한 25~34세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가

중앙값이 1994년에는 550만 엔이었으나 2019년

구소득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

에는 372만 엔으로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의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소득의 중앙값이 감소하였

대졸 초임 평균은 남성이 21만 2,800엔, 여성은 20

으며 특히 35~44세, 45~54세의 연령층에서 감소

만 6,900엔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5년 전인 1994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35~44세에서는 1994년

년에 비해 남녀 모두 약 10% 증가한 것이다. 하지

569만 엔에서 2019년 465만 엔으로 104만 엔이

만 청년층의 초임이 이렇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감소하였으며, 45~54세에서는 697만 엔에서 513

고, 25~34세 연령층의 가구소득 중앙치는 1994년

만 엔으로 184만 엔이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

405엔에서 2019년에는 351엔으로 50만 엔이 넘

다. 35~44세 연령층 중 단독가구의 가구소득을 검

게 하락하였다. 25~34세 연령층에서도 단독가구만

토하면, 1994년에는 500만 엔대의 비중이 가장 높

을 보면, 현재에도 300만~400만 엔의 비중이 가장

았으나 2019년에는 300만 엔대의 비중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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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 살펴보면, 맞벌이 비율은 높아졌지만 배우자

가하면서 양극화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

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가구소득 양극화가

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소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배우자가 많

득층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은 경향은 지난 25년간에도 거의 다르지 않지만 부

마지막으로 내각부는 육아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

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는 정규직인 배우자의 비율

대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세대에

이 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부뿐인 세대와 육아

해당하는 49세 이하 가구에 대해 배우자의 소득 분

세대의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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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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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폭력 및 인종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성 노

190호 비준 투쟁에 나선다. 2022년 5월 4일 연방,

동자들이 직면한 성희롱, 여성 살해, 동성애 혐오

주, 지자체 소속 노조 여성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및 직장에서 자행되는 기타 유형의 폭력 등을 제대

장기간 중단된 대면회의를 2년 만에 개최하고 ILO

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노조의 역

협약 제190호를 2023년까지 비준하겠다는 계획

할을 강화하고 폭력 상황에 처한 여성 노동자의 지

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2년 대선에서 제190호

원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1)

비준 의제를 이슈화하고, “정치는 공공적인 것, 그

또한 PSI 브라질 지부 여성위원회 코디네이터인 루

러나 내 몸은 아니야”라는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펼

바 멜로는 ILO 협약 제190호 비준을 위해 투쟁하

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공공노련(PSI) 브라

고 폭력과 괴롭힘 없는 양질의 노동을 쟁취하기 위

질 지부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브라질 사무소

해 PSI에 속해 있는 브라질 노조들과 함께 새로운

와의 협력을 통해 조직되었다. 참가자들은 직장 내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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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이 커지자 하원은 법안 논의를 상당 기간 보류했

었다. 2022년 5월 4일 급여 하한선 법제화를 담은

었다. 이에 맞서 2022년 초부터 간호 종사자들을

간호법이 파비아노 콘트라토 노동자당 의원에 의

중심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5

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하원에서 찬성 449표, 반

월 초에는 브라질리아에서 약 1만 명이 투쟁에 참

대 12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21년 11월 24일

여한 가운데 간호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개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대

정안 통과에 따라 간호 전문가(간호사, 간호기술자

통령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브라질 보건의료 전국

및 간호조무사)와 조산사를 위한 임금체계는 전국

노동자연합(CNTS)의 바우질레이 카스타그나 회장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하한선이 설정된다. 간호사

은 “오늘 브라질 간호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를 찍

의 초봉은 4,750헤알(약 96만 5천 원), 간호 기술자

었다.”라고 환호했으며, 전국간호사연맹(FNE)의 쉬

는 3,325헤알(약 67만 5천 원), 간호조무사 및 조산

를레이 모라레스도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약 1

사는 2,375헤알(약 47만 9천 원)이며, 이는 공공 및

천 명의 간호사가 사망했다며, 의료 전문가의 가치

민간 의료기관에 모두 적용된다.1) 브라질 간호업

를 인정한 쾌거라며 승리를 기뻐했다.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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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64만 2천 명, 간호 기술자 150만 명, 간호조무사

44만 명, 조산사 440명 등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들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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