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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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69

세계노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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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방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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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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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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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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유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장 낮은 급여를

2021년 그랑제콜 학위자의 연평균 급여는 약

받는 부문은 섬유 산업과 미디어 업계 종사자로, 연

36,550유로로, 전년 35,460유로와 비교했을 때 다

평균 약 34,000유로를 기록했다. 한편 해외로 진출

소 상승했다. 금융계나 보험업계로 진출한 졸업자

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11.7%에 머물면서, 십여 년

의 경우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는데, 엔지니어 학

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영국을 제치고 스위

위자의 평균 초봉은 약 42,800유로, 경영대학 출신

스로 이주하는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자는 약 45,300유로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경영

룩셈부르크와 독일이 있다. 스위스에 진출한 졸업

대학 학위자가 엔지니어 학위자보다 약 6% 더 높

자의 급여는 연평균 최고액 69,600유로를 기록했

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

다.

적으로 낮은 초봉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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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민주노동

데, 총연맹은 프랑스 리옹에 모여 현 정부 출범 이

총연맹(CFDT) 위원장이 유일한 후보로 위원장 선

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연금개혁을 주제로 한 수

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1) 지난 2012년부터

정안을 채택했다. 이 수정안은 국민의 기대수명이

프랑스 2대 노동조합인 CFDT 총연맹을 이끄는 로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령을 높이려는

랑 베르제는 대의원대회에서 96.68%의 찬성으로

정부의 새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 위원에 당선되었으며, 42명 집행위원

67.5%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 수정안은 CFDT를 제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한편

외한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동일하게 논의되어 유사

베르제 신임 위원장은 4년으로 예정된 임기 도중에

한 수정안이 소개된 바 있다. CFDT는 정부가 추진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후임은 2018년부

하고 있는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

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릴리즈 레옹이 맡을 것

장을 취해왔지만, 동시에 기대수명과 사회보장제

으로 예상된다.

도 지출금 인상 간의 연관성을 오랜 기간 동안 옹호

이번 선거는 퇴직연금을 둘러싼 문제를 계기로

해온 사실로 인해 노조 내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나

노조 내 마찰이 빚어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는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지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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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투르에서 열린 총회의 결과와 더불어 CFDT

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 최소 20여 년 동안 투쟁해온 것의 연장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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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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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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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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자리 질 계속해서 악화, 공식 고용 비중 줄고 자영노동자 크게 늘어
브라질 일자리의 질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

Consultores)가 통계청 데이터(PEND ContÍnua)를

다. 경제 컨설팅 기업인 LCA 콩수우토레스(LCA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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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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약 8 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공식 일자리

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280만 개가 줄었다. 2014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

분석됐으며, 특히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산 공정

서 공식 일자리의 비율이 43%(약 3,900만 명)를

의 자동화나 유연노동 형태인 위장 자영노동과 플

차지했으나 2022년 1사분기에는 38.1%(약 3,600

랫폼 노동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지

만 명)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인 자영노동자

목되었다.1)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에 따르

는 630만 명이나 증가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

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150만 명

하는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2년 26.5%까

이며 배달앱 종사자의 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

지 늘었다.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업

임금 노동자도 11.6%에서 12.8%로 늘었다. 이러한

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을 선택하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제

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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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