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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시리즈
기획에 부쳐

2017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해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15～64세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첫해이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 같은 200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제반 문제들이 고착되는 계기로 작용한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20년
이 되는 해이다. 더불어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이 분출하면서 현재의 노사관계
틀이 형성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 11%가 보여주듯 확장성이 부족
한 노사관계틀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한계 또한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이 오래된 문제들에 더해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주력 산업의 위기와 구조조
정,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새로운 대응역량이 필요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
나, 기존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과 관행의 틀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기존 제도와 관행, 정책들의 한계를 반성하며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우리 원에서는 이번 호부터 5월호까지 노동리뷰를 통해 ｢전환기의 고용노
동정책｣이라는 주제하에 고용정책(3월호), 노동정책(4월호), 사회정책(5월호)으로 나누어 각 정
책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각 영역에서 중장기적으로 닥칠 다양한 문제들과 정책 방향을 풀어내는
총론적 성격의 글과 함께 개별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의제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제
시하는 각론적 성격의 글들로 특집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 기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영역과 의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정책이 마련되는 준거틀
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기획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논의의 출발선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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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총 론
김 승 택*

1)

Ⅰ. 왜 전환기인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 패턴
의 변화, 저성장이 일반적인 추세인 뉴 노멀 시대의 도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사드배치
로 촉발된 중국과의 불안정성 확대 등 경제적 외부환경의 변화가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변, 사회갈등구조의 확대 등 내부의 사회적 변
화 또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 수요 측면인 산업과 기업의 입장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던 중화학공업 중
심의 주력산업이 최근 국제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중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술변화로 인한 생산 혁신은 산업구조와 그 생
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 관련 종사자의 취업과 실업에 파급된다. 이러
한 새로운 생산과 소비 방식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을 가져오고 이들과 관련된 노동법, 사
회보장제도, 교육훈련 내용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인프라의 전환을 요구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목전
에 두고 있으며 인구감소형 사회로의 전환 또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퇴출 연령으로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소득획득을 위한 구직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한편,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잠재력의 하락과 사회보장 재원의 고갈 등 급격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에코세대라 불리는 청년층의 실업 및 불안정
한 고용의 문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절박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
기에 따른 대량실업 상황을 벗어난 이후 가장 높은 청년층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고, 아르바이
트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구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 고용의 불안정성, 학자금 대출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stkim@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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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한 신용불량의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비중 증가 등 여러 상황은 우리 청
년층의 인적자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적으로 오포세대, 칠포세대라는 용어의
등장은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듯한 사회불안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일
정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보장되던 시대에서 오랜 기간 교육훈련과 구직을 거쳐야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이 되는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정책개발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고용노동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슈 제기가 노동의 양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면,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전환
또한 촉진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 장시간 근로의 시대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
축 시대로의 전환이 이에 해당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
기업 근로자 간 격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과 사회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구직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미비점 등 현재 심화되어 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병폐를 발생시키고 있어 격차 확대의 추세에서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고용의 양적인 조정으
로 집중되는 성향에서 임금, 근로시간, 내부 노동시장 기능의 유연성을 향상시킴으로 대응하여
경기순환 사이클 중 침체기에 정리해고, 노사갈등, 극한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의 대립과 파행의 노사관계를 일자리 중심 연
대와 혁신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보인다.1)
지금 우리의 노동시장은 전환기에 처한 사회경제적 외부 요인에 대응하여야 되는 과제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환해야 할 과제의 두 정책 이슈를 해결해
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노동시장이 어떤 의미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Ⅱ. 노동수요 측면의 전환기 대응전략

눈앞에 닥친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단기 과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던 주
력산업이 공급과잉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구조조정의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문제
에 대한 대응이다. 10년 이상 5대 주력산업의 위치를 차지하던 전자(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
유화학, 조선산업 중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은 2015년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되어
1) 이 중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와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는 다음 호의 총론과
각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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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대상2)이 되었고, 2017년 현재 조선산업은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른 주력산업 또한 공급과잉과 국제경쟁력 유지에 실
패하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경로를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가능성
에 대한 예방적 산업, 금융정책과 함께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고용노동정책의 적절한 대응방
안이 갖추어져야 한다. 2016년 조선산업의 경우를 볼 때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우선순위는 비정규직과 하청기업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서
의 세력이 약하고,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고용보험을 포함
한 사회보험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구조조정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
할 위험이 높은 대상 집단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기존 고용노동정책
시스템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2017년 현재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거
산업혁명이 물질과 정보에 있어 변화를 가져온 것을 넘어, 이번 변화는 우리 사회가 기술변화
에서 시작하여 생산과 소비를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연결된 지능사회(Cyber Physical
System)로 발전한다는 획기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변화는 우버
와 같은 공유경제의 등장,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 등 전통적 생산과 소비를 뛰어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에 따라 선진국 주력산업의 개편, 새로운
기술을 가진 다국적 거대기업의 등장 등 우리 사회는 지금껏 인류가 접하지 못한 국면으로 이
미 진입하고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급변 국면에서 우리 산업구조에 있어 시급한 것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
봇 등 관련기술 중심 기업의 생성이 촉진되는 것이다. 현재 중후장대 사업 중심의 주력산업이
이러한 기술을 융합하는 변신에 성공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수많
은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이들 중 일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다국적 대기업으로 발
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회복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기술변화를 생산-소득-소비 확대의 선순환 구조로 이끌기 위해
관련 기술 R&D 투자 확대, 기술창업 생태계의 활성화(기술창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리스
트로 전환, 효율적 창업지원 시스템 구성 등), 교육훈련 시스템의 재편,3) 조세 및 분배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 추진이 동반되어야 한다.4)
2) 그 외 2015년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된 산업은 해운, 건설 등이 있다.
3) 생애에 걸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증가, 정규교육에서 새로운 생산소비 환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지
식 습득과 문제해결능력 중요성 증가, 산업 및 기업 자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중요성 증가 등이 이러
한 개편을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최근 급변하는 기술의 추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발
생은 현재 사업장 중심의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해 놓은 노동법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근로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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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현재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약 85%의 임금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초점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인력수요가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
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불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
는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퇴출될 분야의 중소기업을 연명시키는 비용지원은 축
소하고 창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ㆍ하청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Ⅲ. 노동공급 측면의 전환기 대응

노동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정책과제는 ‘절벽’에 부딪혔다고 알려져 있는 청
년 일자리의 이슈다. 현재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200개가 넘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과 소득의 문제는 해결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의 개선방안으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청년 고용정책의 중
복성과 비효율성의 개선이 주로 제기되지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청년 고용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부진이 이러한 고용노동정책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
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청년층 실업률5)은 과거에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전체 실업자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 또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최근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의 고통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
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청년층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데 따르는 고용
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의 문제로 인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청년층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원청과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개편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5) 여기서의 청년층은 통계의 정의에 따라 20~29세를 지칭한다. 2017년 공식 통계의 청년실업률은 10% 이상
을 기록하여 1997년 경제위기에서 회복된 2002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체감실업률은
2017년에 뚜렷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2016년 기록한 22%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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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고착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은 이런 청년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확대하는 기
저로 작용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구직수요 왜곡을 부추겨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청년층 취업의 희망으로 볼 수 있는 스타트업을 포함
한 창업과 신기업․신산업의 창출도 이러한 이중구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
히 일을 하지만 포괄임금제에 묶여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와 상대적으로 낮
은 소득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훈련과 산업현
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의 격차 또한 많은 청년층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직무교
육을 요구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
지 못하고 일반적인 스펙 쌓기에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정
규직과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비중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들
이 안정된 고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가진 직업이나 직장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는 노동
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6)
중장기적으로 우리 노동공급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다. 최근 저출산ㆍ고령
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인구
감소 국가의 처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부분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후 안정된 구조로 가는 선진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급감하는 출산율과 급증하는 고령화
추세는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사회보장 재원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
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방안과 이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7) 그러나 인구구
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 여러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구직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취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장
년 이상 연령층의 재취업 수요 증가 및 생산성 증가 노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
구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를 당분간은 해결할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거나, 이민정책을 고려하거나, 또는 기술 발전을 동반한 노동공급의 질적인 향상을

6) 이는 청년층의 핵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가 모든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에
미치는 악영향이기도 하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은 전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중구조의 고착화는 우리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7)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가속되어가는 장년층의 재취업 수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
회보장재원의 고갈 속도를 고려하건대 고령화의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하게 되는 노동시장 이슈라고
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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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년층ㆍ고령자 재취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최근 60세로 정년연장이 이루어졌으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짧고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
은 경우 장년층의 구직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러나 재교육 및 훈련과 같은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준비나 전직지원서비스와 같은 고용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연금의 급여 수준과 수급연령이 퇴직시점과 격차를 가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현재
노후소득 획득이나 충분한 자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년 내지 고령층 진입자는 퇴직 후
재취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생계형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어 청년
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문제를 장년층도 공유하게 된다. 다시
점검해 보면, 기대수명이 세계 제일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하지 못하고, 60세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불충분하며,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준비나 전직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한편, 재취
업이나 생계형 창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고용과 소득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고령화에 마주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8)

Ⅳ. 일자리의 양과 질 동반 향상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추진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속한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경제성장 시스템
에 안주해 있다가 주력산업이 구조조정의 장벽에 부딪히자 국내외의 경제악재와 맞물리며 생
산, 소비, 투자, 고용 모두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9)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험이 높아지면
서 최근 고용정책은 일자리 규모를 늘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8) 한편 안주엽(2011),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와 같이 장년․노령층과 청년층이 구하는 일자리가 상
호 대체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상충이 일어나는 부문이 많지 않다는 연구도 있지만, 향후
상황이 바뀌어 증가하고 있는 장년ㆍ노령구직자와 청년구직자가 같은 일자리 분야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벌
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두 계층의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향후 몇 년간은 단기적
인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당분간 이들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취업상태가 지속되면서 누적되어 간다는 데 있다. 특히 낮은 임금에 의지하는 청년층 고용
불안정 인구가 확대 및 지속될 가능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특정 연령층에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계되어 결국 이들의 인적자본 감소와 사회갈등의 발생을 초래하는 큰 문제로 남을 수 있다.
9)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큰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구조는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용안정성과 상대적 고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 근로자의 전체 종사자 비중은 최근 약
5~6%에 머무르며 고학력 대졸 구직자의 취업증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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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노동개혁정책의 진행이 부진한 상태에
서 기존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이제 전환기에 대응하는 고용노동정책은 고용의 규모와 질을 모두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고용규모 확대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첫째, 일자리창출
능력 향상, 둘째, 기업경쟁력 향상, 셋째, 신산업을 통한 신규고용의 창출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로는 첫째, 노동시장 이중화 완화, 둘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의 개선, 셋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목적 달성은 정부, 기업, 노동공급 측면 등 여러 가지 주체가 참여하는 패키지로 추진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경우 경제성장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든 정책의 초
점을 ‘고용과 내수 확대’에 두고 경제, 산업, 고용 부처 등이 이를 위해 융합형 고용노동정책으
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것을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바꾸
는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경제성장률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내용을 중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10) 이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도 고용확대를 목표로 삼아 산
업별 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 요건 조정, 창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가 관여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국인 고용의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준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변화를 의미한
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핵심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에 상
관없이 관련 부서나 기관을 포괄하는 융합형 고용노동정책으로 추진되는 조정(coordination)과
협력(cooperation)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기술변화는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성
장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
스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 위주의 시도를 했으나 아직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직 종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서비스, 우리나라가 예술적 감각에서 국제경
쟁력을 보이고 있는 창작서비스(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사회서비스 등 폭넓은 서비스업에서의 발전전략과 실행을 추진하여 내수확대를 통
한 다수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강화라는
기조가 확고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격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촉진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는 커져
10) 예를 들어, 최근 대통령이 참석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무역과 투자를 진흥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목표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최고전략을 설계하는 회의의 성격을 ‘고
용ㆍ내수ㆍ성장회의(가칭)’로 바꾸어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경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의 주요 결정요
인에 있어 고용의 증가와 내수의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재조정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의 조치
가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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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국내 취업에 관련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양호한 지불능력과 혁신체질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고 신규 취업을 확실히 늘리기 위해서 창
업을 통해 성공하는 기업이 많아져서 신산업을 형성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어려운 중소기업의 비용을 보조하는
방향에서 창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정책기조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의 구체화와 일자리 미스매
치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5~10년 동안은 앞서 설명한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프로
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대부분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은 통합과 효율화를 통해 투입되는 재정 대비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찾아야 한다. 특히 청년희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조직이 청년창업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주체를 재구성하여 추진될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된다. 선진국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현실은 1980년대부터 나타난 여성 교육수준의 급
격한 향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근로에 대한
기업 문화와 사회인식 변화의 필요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남녀의 동등한
가사 참여 등 변화가 촉진되어야 할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한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해 취업이 반드시 필요한 장년층의 경우 소득획득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므로 이
들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복지제도와 연관하여 일하는 복지(workfare) 프로그램으로 운영
하여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면서 일을 통해 복지만 받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대
표적인 현상이다. 과거 3D업종에 대한 기피로 이해되던 중소기업 인력난은 최근 고학력 청년
층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업에 몰리면서 중소기업 전문직에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최근 중소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방향에서 취업자에 대한 직접 지
원을 통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
업에 속한 비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유사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의 문제는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고착화를 가져옴으로 인해 계층구조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거래 외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정책기조를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의 추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 연대의 노사관계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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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로 설정했다.11) 이를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
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원 활성화, 둘째, 최저근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5인 미만 사
업체 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최저근로기준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수
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관리감독 강화의 로드맵 추진, 셋째, 저임금근로
자와 저소득계층이 오히려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해소되도
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부조제도에 대한 고려를 제시할
수 있다.

11)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대기업,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하였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또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의 연대와 혁신의 방향으로 전환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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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 규모 증가와 고용의 질 향상 동반을 위한 정책패키지 추진

- 모든 정책의 초점 :
고용과 내수 확대

-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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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처 참여 :
융합형 고용노동정책

-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
정거래 강화

- 고용확대형 경제․산업
정책 추진

- 일자리창출 능력 향상
- 기업경쟁력 향상

-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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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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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확대

- 신산업․신기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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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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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청년, 장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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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력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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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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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청년고용의 현실, 그 해결의 실마리
김 유 빈*
1)

Ⅰ. 머리말

청년의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대학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의 실태는
개선의 기미 없이 악화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에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격차의 심화로 일자리 시장은 노
후소득이 필요한 장년근로자 중심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중추이자
노동시장의 근간인 청년고용의 부진을 타개하는 일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인공지
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안정 요소의 증대가 청년의 일자리, 나아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어떠
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함께 청년고용 문제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효율
적 청년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청년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외환위기 직후 급락했다. 그 후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
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현재 40%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ykim@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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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청년 고용률은 전년대비 0.8%p 증가한 42.3%를 기
록했다. 세부 연령대별로는 15∼19세 연령대가 8.0%, 20∼24세 연령대가 46.0%에 불과한 고용
률을 기록하는 등 양적 고용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
하는 연령대인 25∼29세의 고용률은 70% 수준(69.6%)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보수와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7
월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 중 42.4%는 비정규
직이며, 임금수준은 150만 원 미만이 40.1%를 차지했다.1)
[그림 1] 전체/청년층 고용지표(고용률,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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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는 실업통계로 비추어 보아도 심각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7.2%를 기록하였다. 그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부터 다시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5년 청년실업률은 9.2%
로 1999년의 통계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이며, 2016년에는 이에서 보다 증
가한 9.8%를 기록하였다. 공식 실업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청년층 주변노동력의 존재를 고려하
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흔히 체감실업률이라 일컫는 고용보조지표32)의 청년 실업
1) 한국고용정보원(2016).
2) 고용보조지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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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2.0%를 기록하였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된 원인은 다분히 복합적이나 통상 우선적으
로 지적되는 요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
동시장이 고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 아래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1차 노동시장
과 상대적으로 위의 조건들에 있어 열악하다고 분류되는 2차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1, 2차
노동시장 간 이동성이 제약되어 있으며, 그 격차가 고착화되어 임금 미스매치가 구조적 성격을
띰을 의미한다.
[그림 2]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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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경우, 장기적으
로는 개선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해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 임금
수준은 65.4%로 여전히 그 격차가 크고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며,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 역시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비단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용률, 근속연수 등에서도 1,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는 현격히 나타나며, 이 같은 격차의 확대는 청년들의 합리적 취업 선택지를 1차 노
동시장으로 한정시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연, 고실업률 등 현 청년층 노동시장의 근본원
※ 잠재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 취업을 희망했고, 취업도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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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미스매치에서 기인한 바
역시 크다. 정규교육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학
력은 취업자격요건의 하나에 그치게 되고, 취업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은 정작
직무역량과 무관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청년들의 늘어난 취업준비활동이 인적자본축적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제
대로 수행치 못하고,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개인적․사회적 기회비용을 유발시
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대졸자의 대학졸업소요기간은 51개월(남성 63개월,
여성 42개월), 첫 취업 평균소요 기간은 평균 11개월(남성 13개월, 여성 10개월) 정도가 소요되
는 반면, 이들의 첫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3) 첫 일
자리 이직 사유 중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불만(48.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은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이 노동시장에의 안정적 정착에 있어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수요부문 역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에 따른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고용창출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확대는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내국인 근로
자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실업난을, 한
편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노동시장 내 공급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청년들이 취업의사를 잃고 청년니트로 편입되고,
청년층 내에서도 성별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
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구직단념자 수는 44만 8,000명(통계청(2016), 12
월 고용동향)이며, 여성의 전체 일자리 대비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은 40.2%로 남성에 비해
13.7%p 높은 수준이다. 청년 채무조정 비율,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저소득층 근로청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 경향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
해 향후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
소하기 시작하여, 5년 후인 2023년에는 8,059천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인구
효과에 따라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청년고용의 양적해소를 전망하
는 시각도 있지만, 청년층의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고용의 질 개선
없이는 근로조건 미스매치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전망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
수이다.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6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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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 정책 함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자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장애요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가 요구된다. 기업임금공시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여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원청-하청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지역별 차원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
하여야 한다. 성과공유제의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범위를 근로조건 개선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사업주 위주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규모
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용보조금은 여전히 사업주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원에 편
중되어 있으며, 근로자 직접지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직 유인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의 대폭 확대, 일정기간의
사회보험료 환급 등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의 실질적 혜택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
원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인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청년고용률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 고용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는 개선의 기미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단기적 처방 역시 간과할 수 없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인정책은 이의 일환
으로 볼 수 있다. 청년이 졸업 후 일정기간 내 첫 일자리를 가질 경우, 청년근로자에게는 소득
공제․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첫일자리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만하다.4)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취직하기까지의 기간, 근속기간 및 기업 규모를 고려하고, 취업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 제공함으로써 참여 유
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 해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시장 내 고용창출
4) 안주엽(2016). 안주엽(2016)은 지원 대상을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직하였으며, 사회보험 적용이
되는 첫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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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생애노동시간이 늘어났으므로 현시점에서의 근로시
간 단축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사회전반에 제고시킬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말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제외 해소 등 장
시간 근로의 가능성을 줄이고, 시간선택제의 부정적 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보완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효율성의 재검토를 통한 청년 고용사업의 통합․개편 노력과 함께 청년층
유형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부처별로 정책이 산재되어, 개별
정책 간 정책대상 및 목표가 중첩되고 예산 배분이 한정되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단일화하고,
부처 간 상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고용 정책은 정책수립 단계에 있어 청년층 유형별로 정책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
다. 청년 니트(NEET), 워킹푸어(Working Poor)로 대변되는 저소득층 근로 청년층 등 청년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이 그것이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하
는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8.5%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학업 중에도
생계를 위해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푸어 청년층이 증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과 유형별 세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층의 니트 편입을 예방하기 위해 니트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상담 및 진로교육을 통해 추적 조사하고, 창업․일경험
활동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저소득층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의 확대방안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서부터, 인구구조적 문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등
청년실업 문제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각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타개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 제고 방안이 절실하다. 청년고용 문제는
단지 청년층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다.’는 이해 저변의 확대
속에 청년들의 초조함과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용정보원(201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4-2024｣.
김유빈(2016), ｢일자리 창출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주엽(2016), ｢청년층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민생 TF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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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장년층 고용안정과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과제
장 인 성*
1)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
균 기대수명은 과거 45년간 무려 20세가량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기대수명은 82.1세로서
OECD 평균을 넘어 이제 최장수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한 세대 가까이 진행되어
온 초저출산 현상의 결과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고령사회
에 진입하며,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 평균연령도 2004년 41.1세에서 2015년 44.4세로 증가하는 등 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기금의 고갈 등은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한 대비의 문제이지만, 고용에 관한 한 고령화는 이미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닥친 것이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장년층은 50대 초반에 이미 주
직장에서 은퇴하고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거나 생계형 자영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이
줄어든 노인들의 절반가량은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노동력의 고령화는 향
후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를 초래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년층의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안정
적인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분배
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장년층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실태를
먼저 살펴본 후, 장년 고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ijang@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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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년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장년층이 직면한 노동시장 환경은 그동안 급속한 인구구조 및 산업 환경 변화의 결과 다양
한 난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첫째, 우리나라 노동자는 선진국에 비해 근속이 짧고, 주된 직장으로부터의 은퇴가 빨리 이
루어지고 있다. 취업 유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2005년
50세에서 2016년 49.1세로 감소하였다. 반면 연금 등 노후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
인빈곤율이 46.9%에 달해 OECD 평균 12.6%에 비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장년
층의 근로의욕이 높으며 장년고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노동시장 은퇴연령 역시
2000년 남성 67.1세, 여성 65.9세에서 2014년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긴 노동시간 및 부족한 경력설계 기회로 인해 평소 재취업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장년층은 주된 직장 은퇴 이후 단순 노동 위주의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생계형 자
영업 창업 등에 뛰어들고 있다. 직종에 따른 장년층 취업 비중은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보건의료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순으로 단순기능직의 비중이 높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 전 준비가 없이 바로 이직하는 노동자가 많으며, 50대 이상은 69%
가 준비 없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든 생계
형 창업 장년노동자는 은퇴자금을 소진하고 빚을 지는 등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한은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13년 기준 도․소매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5.2년, 수리․기
타 개인 서비스업은 5.1년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주요 창업부문인 음식․숙박업은 3.1년에
불과하다.1)
셋째, 장년노동자는 재취업 시 고용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
을 지속하지 못할 확률이 중년층에 비해 더 많으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을 통한 숙
련형성이 필요한 업무에 장년노동자를 투입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단기적, 임시적 일자리에
근무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의 6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표 1>에서 2009~16년 전
체 비정규직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30~50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5%p 감소한 반면
5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3.4%p 늘어났고, 60대 이상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p나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는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1) 남윤미(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7-5호.

23

2017년 3월호

<표 1>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6,444

15 ～ 19세

2.5

2.6

2.7

3.3

2.9

3.0

3.0

3.0

20 ～ 29세

19.1

18.8

18.1

17.2

17.3

17.9

17.8

17.5

30 ～ 39세

20.5

19.5

19.4

18.7

17.9

17.2

16.2

15.4

40 ～ 49세

24.5

23.8

23.6

23.0

22.2

21.3

20.4

19.8

50 ～ 59세

18.1

19.7

20.2

20.6

21.7

21.1

21.5

21.5

60세 이상

15.2

15.6

16.0

17.2

17.9

19.5

21.0

22.8

비정규직 규모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많은 장년층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시장 은퇴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근로소
득이 주 수입원인 장년노동자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고용 불안정성은 장년층 삶의 질을 떨
어뜨리는 주된 요인의 하나이다.
넷째, 급속히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장년노동자층의 생산성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의 연령별 생산성 변화는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나 대체로 청년기에 상승하고 노년기에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장년층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없다면 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저임금 장년층 노동자의
비중 증가는 소득분배 악화와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현재 장년노동자가
단순노동 위주의 저임금 직종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생애 주 노동시장에 진입하
였던 70~80년대의 교육 여건 및 노동집약적 산업 수준으로 인해 학력이나 직업 전문성 등이
낮은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향후 장년층에 진입하게 될 노동자는 학력 수준 및 전문성 측면에
서 지금보다 더 향상된 집단일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 생산성 제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55~64세의 정규교육 이외 직업
관련 교육훈련 참여율은 10.4%로 25~34세의 23.6%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고령화로 인해 장년층 노동자의 노동 공급은 급속히 늘어나는 데 비해 장년노동에
대한 수요는 충분치 않다. 장년노동자는 신체적 역량보다 숙련 및 경험을 활용한 직무에 종사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에도 고령친화적인
작업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년층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년층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부족으로 새로
운 직업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어렵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장년노동자의 경우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기업문화 등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직책을 내려놓을 경우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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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장년 고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그 가운데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 직장에서의 근무 연장
건강수명과 노동시장 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 직장에서 은퇴하
는 연령은 오히려 빨라져 고령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성의 손실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고,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역시 65세로 단계적 상향됨으로 인해 여전히 은퇴
시기와의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여 정년의 추가적 상향 역시 지속적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논의되어 온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의 개편을 주요 과제로 꼽을 수 있다. 2016년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8%로 2015년의 27.2%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
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17.5%에 머문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노
동자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절
감된 임금으로 청년층 채용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나, 임금피크제로 인해 장년고용 자체
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보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장년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가운데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직지원서비스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노동자의 재취업 지
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의 경우 열악한 근로여건
으로 인해 이직이 잦고 근속 기간이 짧아 정년 법제화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장년노동자들이 수직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할 경우 법제화와 무관하게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일반해고 등의 도입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정년 보장의 효과가 약화될 우려도 존
재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통한 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준비 활성화라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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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위해 향후 서열 중심의 직무를 개선함과 더불어 정년의 실질적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사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준비된 재취업
장년노동자가 주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겪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취업하게 될 때 주 직장에서의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동 위주의 직종에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재취업 시의 이러한 일자리 미스
매치는 고령인력 생산성 저하 및 저임금의 주요 원인이 된다. 준비된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크게 경력설계 및 취업지원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제공,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장년층 참여의 확대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 준
비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력설계서비스는 생애 전반에 걸쳐 3회 제공되는 수
준에 그친다. 생애경력 설계는 그러한 간헐적 상담보다는 장년노동자가 장기간 일해 온 주 직
장에서 경력 초기부터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아직 드물다. 일본 및 독일 등에서 기업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효율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방안
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서비스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명예퇴직이나 해고에 앞서 퇴직을 대비한 사전훈련 및 전직
지원서비스 등을 선행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이직의 성공률을 높여 노사 양측에 모두 도움
을 주는 제도로서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업상담, 취업알선, 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장년층 지원 대상의 확대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장년 개인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 개선의 제공
을 통해 내실화가 도모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실효성의 확보이다. 전직과 관련한 경력설계 컨설팅이나 고용서비스를 공급할 인력의 전문성
이 아직 부족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전달체계의 역량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유능한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훈련과 자질 검증 장치의 마련에 힘을 쏟
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년층 노동자들이 여러 직장을 이동하며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담이나 훈련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자영업이 포화상태이며 장년층은 창업 실패 시 노동소득을 통해 이를 만회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원할 경우 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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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술창업 지원을 통해 음식점 창업 등에 편중된 자영업 창업을 다양화하는 한편 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 사회적 프랜차이즈 등에 장년 참여를 확대하여 실
패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용불안정성 개선
장년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 부문에 재취업하여 불안정한 직장을 전전하는 상황은 개선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장년노동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년노동자를 상대로 정규직 고용을 장려
하는 정책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장년층 파견근로 직종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파견
확대는 장년층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열악한 일자리로 대체하는 결
과를 빚을 우려가 있다.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용역이나 도급보다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 파견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장년층에 파견이 일반화될 경우 현
재의 불안정 노동 확대 추세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러 사업장을 떠돌아다니는 파견노
동자들 입장에서 임금이나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조
건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현재의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장년노동자를
위한 틈새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가급적 직접고용을
[그림 1]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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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되 장년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단축 근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장년노동자의 파견이 허용된 부문에서는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공동
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실버인재센터는 공익단체
로서 지역공동체와 고령자들이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
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을 수주할 경우
수익금을 참여 노인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주와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그림 1]에서 보듯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00만 명 수준에서 2016년 218
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업률 역시 동 기간 0.6%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년층
경제활동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정인 실업급여의 연령상한 65세를 확대하여
장년층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장년노동자의 생산성 제고
장년노동자는 생애의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며 축적해 온 숙련기술이 젊은 세대보다 많으나
은퇴 후 재취업 시 기업특수적인 숙련은 상당부분 유효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
를 위해 재취업을 앞두고, 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추가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훈련으로 인한 수익이 훈련에 소요되는 노력 및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장년노동자의 직업훈련은 기업이나 노동자 양측으로부터 동기유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년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아울러
적극적인 공적 교육훈련 체계의 마련 필요성이 크다. 특히 장년노동자의 직업훈련은 단순히
직업능력 향상이나 구직을 위한 목적만이 아닌 장년기의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를 위해 공적인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 주도형 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장년층 참여 확대를 비롯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훈련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제도 등이 추진
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는 장년노동자의 주도적 참여를 전제로 하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장년층 노동자들의 경우 적절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찾아 자신에게 맞게 활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 제도 홍보 및 훈련 정보 안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된 직장 은퇴 후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은퇴자의
교육수준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기간의 직업훈련이나 재교육을 통한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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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로의 전직보다, 두 번째의 주된 직장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자격증이
나 학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자격증의
경우 부실한 교육 내용과 과도한 발급으로 인해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013년 5,898개에서 2016년 무려 2만 3,572개
로 급증하였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자격등록기관 역시 2010년 441개에서 2016년 3월
4,359개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향후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검정사업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훈련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5. 장년노동에 대한 수요 확대
앞서 언급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장년층 노동생산성의 제고, 장년노동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장년노동에 대한 수요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이를 일터혁신사업의 개선과 연계하여 장년노동자 고용에 적합한 근무제도 개선, 인
적자원관리, 작업조직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편 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
리 창출과 시장화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2/3가량은 공익활동형으로, 보
수가 20만 원으로 제한되고 일자리의 질도 높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시장형 사업단과
같은 민간일자리의 경우 보수는 더 높으나, 참여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보험료 부담 등을 경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
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공급 자체의 확대이다.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제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
업 중심의 내수서비스업 간의 양극화로 인해 서비스부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으며, 서비
스 산업 가운데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에 반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공공부문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7.6%에 머물고 있다. 공공부문이
주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등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분야 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담당할 인력의 공급을 장년노동 수요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복지 분야와 돌봄 분야 수요를 사회서비스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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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통해 흡수하는 것도 장년노동 수요 창출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장년층 가운데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농촌지역의 노인 돌
봄과 아동 교육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퇴 후 농어촌 주거를 원하
는 장년층 가운데 그러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장년층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0

2017년 3월호

특집

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경제·사회적 편익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정책 방향
이 규 용*
1)

Ⅰ. 머리말

국가 간 인구이동은 전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며 오늘날 보다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민의 흐름은 단순인력, 우수 전문인력, 기업가, 난민 또는 먼저 이주한 사람이 초청해 이루어
진 가족이민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이
민자의 유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3년 기준으로 21개 OECD 국가의 총인구 7
억 5천만 명 중 해외출생 이민자1)는 11.7%로 8천8백만 명에 이른다(이규용 외, 2015). 역사적
으로 이민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소가 증대되어 왔지만, 유입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민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유입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6년 91만 명
에서 2016년에 205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등록외국인 기준으로 외국인력 고
용률은 67.6%에 이르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규모는 인구나 노동력 규모를 고려할 때 유럽의 선발 이민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지만 일
본에 비해서는 개방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유입된 취업비자 외국인력 중 저숙련 인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민자 유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영향
이 커지고 있는데 경제적 편익도 있지만 노동시장 교란이나 사회통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leeky@kli.re.kr).
1) 해외출생 이민자(foreign-born migrant)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유입국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로서 국적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이주경험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와 귀화자가 모
두 포함되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유입국 국민이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제외된다. 주로 OECD, EU의 이민
자 유형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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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류 외국인 추이
(단위 : 만 명)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월보｣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인력부족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확대 논의가 중
심이 되어 왔으며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를 통해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송출비용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심의 저숙련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저해, 외국인력 유입규모 확대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볼 때 차별 금지 등에서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전문인력 정책은 도입직종의 타당성 문제, 전문인력의 숙련수준별 분류체계의 미흡, 우수
인재 유치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인력 유치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이들의 활용전략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비전문외국인력 정책
과 전문외국인력 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도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현안이 되고 있는 국내 유휴인력 활용문제,
25%에 이르는 저임금근로자규모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외국인력정책과 내국인
고용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외국인력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
는 인구변동은 우리 사회의 노동력 활용패턴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요구
받고 있다. 유휴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정책과 더불어 외국인력의 활용은 향후 노동력 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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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한 중요한 정책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력 정책, 나아가 이민정책을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핵심전략
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활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시사점

국내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
진다. 출입국 통계의 외국인력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의미한다. 취업목적의 체류자
격으로는 전문인력비자와 비전문취업비자(E-9)가 있다. 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이 있
다. 비전문취업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이다.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구분은 취업허용 분야와 해당 분야의 취업에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이 주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다.2) 그 외에 취업목적은 아니지만 취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
다. 가령 강의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또는 일시흥행, 광고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
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C-4)비자나 구직 중인 유학생(D-10-1)비자, 그리고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D-10-2)비자도 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는 출입국통계로 파악되는 외국인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앞
에서 언급한 전문인력 취업비자와 단기취업비자를 포함한 인력이며, 단순인력은 방문취업제
동포를 포함한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말한다. 국내 외국인력 규모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전문인력은 2007년 443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554천 명이며, 전문인력은
2007년 35천 명이었고 2016년 11월 말 현재 49천 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엄밀히 말하면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취업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실
업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방문취업비자 발급건수는 2015년 현
재 303천 건이지만 이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모두 취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도 모두 외국인력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통계는 2012년부터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구분은 이들이 취업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숙련도
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전문인력 여부를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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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취업비자 외국인력 추이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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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월보｣.

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 조사는 국내 상주외국인(등록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중 15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이다. 통계
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외국인 생산가능인구는 1,425천 명이며 이
중 취업자 수는 962천 명이다. 여기에는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
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조사시점 현재 취업 중인 외국인을 포괄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외국인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전문취업(E-9)

238 ( 21.4)

226 ( 20.1)

247 ( 19.7)

264 ( 19.3)

261 ( 18.4)

방문취업(H-2)

241 ( 25.8)

186 ( 20.8)

216 ( 20.8)

234 ( 21.0)

221 ( 18.9)

전문인력(E-1～E-7)

47 ( 4.3)

48 ( 4.3)

47 ( 3.8)

47 ( 3.4)

46 ( 3.2)

유학생(D-2, D-4-1)

13 ( 7.5)

11 ( 7.3)

8 ( 6.4)

10 ( 6.4)

13 ( 7.1)

재외동포(F-4)

99 ( 14.4)

124 ( 18.1)

148 ( 20.6)

180 ( 21.9)

199 ( 23.6)

영주자(F-5)

47 ( 6.6)

58 ( 7.8)

72 ( 8.1)

83 ( 8.2)

88 ( 8.4)

결혼이민자(F-2-1, F-6)

60 ( 11.6)

581 ( 11.5)

61 ( 10.3)

61 ( 9.1)

62 ( 8.7)

기타

45 ( 8.6)

50 ( 10.1)

58 ( 10.2)

60 ( 10.7)

72 ( 11.6)

791 (100.0)

760 (100.0)

852 (100.0)

938 (100.0)

962 (100.0)

전 체

주 : 기타 체류자격은 왼쪽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등.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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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의 인적자원 특성이나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이들의 직업별 분포와
임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는 외국인의 직업별 분포로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의 직
무는 주로 단순직 및 장치․기계 조작이나 기능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정주형 이민자인 영주권
자,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직업분포를 보면 생산관련직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은 고용
허가제나 방문취업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문관련직종 종사자도 10∼20%에 이르고 있다.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의 특징 중 하나는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 취업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이들 비자 이외의 외국인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취업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자까지 포함할 경우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취업인
력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 2015년
(단위 : 명, %)
관리자,
전문가 등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비전문취업(E-9)

0.0

0.1

0.0

4.5

65.0

30.4

263,767

방문취업(H-2)

1.0

0.3

10.2

0.4

43.0

45.1

234,190

전문인력(E-1～E-7)

73.4

0.7

18.5

0.0

3.8

3.6

46,636

유학생(D-2)

18.8

22.1

48.4

0.0

1.3

9.4

10,110

재외동포(F-4)

14.4

8.1

18.6

1.3

26.3

31.3

179,754

영주자(F-5)

16.4

5.5

20.8

1.2

30.6

25.4

82,923

결혼이민자

15.1

1.8

20.4

3.9

26.4

32.3

60,585

기타

27.0

11.8

9.3

8.9

22.0

21.1

59,829

11.0

3.3

11.3

2.5

40.1

31.8

937,795

전 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 체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2015).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 100만∼200만 원이 53.1%로 가
장 많고, 그다음이 200만∼300만 원(34.3%)이며, 300만 원 이상은 7.8%이다. 비자 유형별로 보
면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경우 100만∼200만 원 범주에 있는 취업자 비중이 각각 54.9%와
60.9%이다. 재외동포(F-4), 영주자(F-5)의 경우 비전문취업자(E-9, H-2)와 유사한 임금분포로 나
타나 이들의 취업 직종이나 숙련도가 비전문취업자와 유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비자 이외 자격의 외국인력이 증
가하고 있어 외국인력 정책의 영역을 취업비자 자격 이외에 전체 이민자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이민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
며 정주형 이민자(F-4, F-5 등)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노무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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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국인 취업자의 비자유형별 임금 분포 : 2012년, 2015년
2012

2015

100만 원 100～
200～ 300만 원
미만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전체

전체

100만 원 100～
200～ 300만 원
미만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전체

6.8

68.4

18.9

5.9

100.0

4.9

53.1

34.3

7.8

100.0

비전문취업(E-9)

1.6

80.2

18.1

0.2

100.0

0.3

54.9

43.2

1.6

100.0

방문취업(H-2)

5.5

75.9

16.9

1.6

100.0

3.2

60.9

33.5

2.4

100.0

전문인력(E-1～E-7)

1.6

27.5

49.4

21.6

100.0

2.4

26.3

45.1

26.2

100.0

유학생(D-2, D-4-1)

76.7

19.6

3.7

0.0

100.0

76.7

22.5

0.8

0.0

100.0

재외동포(F-4)

3.5

58.9

21.7

15.8

100.0

4.6

52.6

31.1

11.7

100.0

영주자(F-5)

13.1

63.1

17.9

5.9

100.0

6.0

51.7

36.9

5.5

100.0

결혼이민자(F-2-1, F-6)

24.4

60.0

10.6

5.0

100.0

17.3

57.0

13.7

12.0

100.0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2012, 2015).

저숙련 위주의 한국 이민자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민자
의 유입정책이 정주형으로 나아갈 경우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Ⅲ. 외국인력 정책과제

1. 외국인력 활용의 문제점
가. 저숙련 인력 중심에 따른 부정적 영향 확대
국내 외국인력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제한적 입국문호 개방이라는 기본
방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
단순 저기능 위주의 외국인력 공급체계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확대기반을
저해하며, 경쟁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의 높
은 산업재해율, 인권침해 등 국가이미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력 유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규용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36

특집 : 경제·사회적 편익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정책 방향

고용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국인근로자수 대비 외국인 고용이 1%p 증가하면
여성 고용비중은 0.15%p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p 증
가할 때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0.2～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
입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여성 및 중고령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여성 및 고령자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력 활용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다차원적 요소 고려 미흡
외국인력의 도입은 유입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선별정책이 중요하나, 현재의 정책은 주로 인력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력부족에 대
한 단기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은 행정비용, 훈련비용,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같은 경제적 비용 외에 갈등, 대립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외국인
력 정책에서는 불법체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편익수혜자의 비용부담 장치 혹은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순편익제
고),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과 공공질
서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청되고 있다.
다. 우수인력 유치전략의 제약
그동안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의 생산성 제고 및 기업경
쟁력 강화를 위한 활용전략은 미흡하다. 전문인력 개념 및 범주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대상의 차별화가 곤란하며 전문인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
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전문외
국인력의 개념 및 범주를 비자유형에 따라 설정하고 있어 유치 대상이 되는 인력특성별 차별
화된 정책접근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라.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용체계 미흡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숙련수준별 다양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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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력 도입전략,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취업비자로 입국하
여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동포, 유학생 등)에 대한 관리․활용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덧붙여, 외국인력 활용과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단기적인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
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부족하며, 외국인력 정책 거버넌스나 관련 연구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이다.
마.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미흡
이민자의 정주화는 국가 간 노동이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선별정책도 중요하지
만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 통합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동포, 결혼이민자, 이민자 자녀세대,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경력개발 등 이민자 특성별
노동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대상을 분리하여 지원하기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시장 정책 내
에서 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
이 내외 이민자의 분리정책은 이민자 통합정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이 필요한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민자 유입정책의 확대, 나아가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국내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낮으
며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현재의 외국인력 수요는
주로 인력수급 미스매치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둘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입국
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정주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정주형 이민자들은 주로 동포 중심이며 그동안 유치한 전문인
력이나 우수인재의 대다수가 다수가 자국 및 타국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 이민국가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한 정주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쉽게 개
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한 상태인데 이민 경험이 오래된 유럽의 경험을 볼 때 우리는 훨씬 많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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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민자 유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능성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는 이민자 유입의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고, 정주형 이민자의 상당수는 내국인과
경합관계에 있는 부문으로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 부
문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경제적 비
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섣부른 이민자 유입확대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및
이에 따른 내국인과 이민자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내국인 유휴인력의 활용여지가
많은 상태에서 정주형 이민자의 유입확대는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기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자의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이들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나타날 것
이다. 이상의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정책의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
일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인력 정책방향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외국인력 정책은 ① 노동시장 구조개선, ② 노동
력의 질적 수준 향상, ③ 필요한 분야로의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공급 등의 정책 기조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은 특정 계층의 편익이 아닌 국민경제적 입장에서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민자 유입정책은 내국인 노동시장의 영향이나 산업구
조조정, 인구변동, 기술혁신 등 중장기 관점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인재 유치 등과 같은 정책은 단기적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력 및 이민정책이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의 제고 및 이를 위한 내국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이나 노동가치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
행 이민자 유입정책의 핵심적인 외국인력 정책도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
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
내국인 고용창출 기반 확대 및 외국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외국인
력 도입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스매치 직종에 대한 보완적 관점에서의 외국인력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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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테스트 실효성 제고,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한 내국인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해
야 한다. 내국인 보완성 기조가 정립될수록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도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전문인력 위주의 수급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병행하고, 외국인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외국인력 유치 또한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발전에 미
치는 효과를 기초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외국인력 유입정책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유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평
가도 필요하다. 전문성이 높은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정책대상별 정책의 차별화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숙련수준별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현행 전문인력(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분된 취업비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대상별 정책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숙련수준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방식, 체류자격, 도입허용 분야 등 관리체계를 재구축하여 외국
인력 활용도를 제고하고 편익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분야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권한 및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
인력의 도입분야 결정체계의 재구축 및 탄력적 운용, 고용서비스, 근로계약체결 지원, 전문성
검증, 자격인정, 국가 간 업무협약, 고용․체류관리 및 지원 등 현행 외국인력 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
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취업교육, 체류지원의 효율화, 귀국지원정책 등을 아우
르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 비전문외국인력의 정주화 방지 및 단기순환원칙 준수
비전문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의 보완성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정주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2015년 외국인력 고용조
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체류외국인의 85.6%가 체류기간 만료 이후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체류 외국인의 장기체류 경향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귀국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국인력 귀국지원정책은 불법체류
방지라는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 및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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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활용 편익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송출국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라. 정주형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지원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에서의 이민자 배려 및 이민자 취
업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보다는 보편적인 노
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이민자 특성을 감안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기존의
다양한 이민자 지원정책을 보편적인 체류지원 기능으로 재통합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민자 유형별 경력개발을 강화하여 이민자가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중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내 취약계층 지
원 프로그램 내에 이민자 특화형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동포의 통합정책도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경우 방문취업, 재외동포,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이들의 정책
수요도 다양하다. 동포 인력 중 청년층이나 혹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포인력의 활용도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존재한다. 한편, 국내 체류 동포
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들의 귀국지원이나 정주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동포의
집단거주화 및 내국인과의 갈등 확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국
내 체류 동포의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장 정책, 고령화 대책, 동포 청년인력 활용, 동포
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전략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민자 자녀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정책 강화이다.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지원이나 교육훈련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전달체계나 프로그램은 노동
시장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민자 자녀들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
행촉진(School to work)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 직업훈련기관, 취업지원서비스 기관 간 전
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촉진을 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이민자 자녀들이 니트
(NEET)와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대상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1

2017년 3월호

[참고문헌]
이규용(2014),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노용진․이정민․이혜경․정기선․최서리(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김유빈․김주영․노용진․설동훈․오상봉․윤자영․최서리(2016),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정책 쟁점과 과제, 고용노동부.
이규용․김정호․노용진․박성재․이상돈(2016. 12),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방향,
미발간.
최경수 외(2016),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05-01.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42

2017년 3월호

특집

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성 재 민*
1)

Ⅰ. 머리말

지난 몇 년간 매월 전년 동월비 10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던 제조업은 2016년 구조조정
이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 급속하게 고용이 얼어붙어 2016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1만 명
감소하였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근로자수 추이를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보면
2015년 말 21만 명에서 2016년 말 17만 9천 명으로 약 3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의 임금근로자 절대다수는 조선업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전체 조선업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의 대략 15%가량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가 된다. 물량팀
이라 불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조선업 고용 근로자가 거제지역에만 대략 2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고용보험 행정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인원수는 앞서 3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수주 소식이 들리고, 유가 인
상으로 새로운 해양플랜트 발주 기대감이 상승하지만, 아직까지 수주잔량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당분간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신흥산업국가들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그간 우위에 있던 산업들이 위협받고
있어, 앞서 언급한 조선업 외에도 선진산업국가 주력산업들이 거쳤던 구조조정 과정을 겪게
될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은 상품을 제조하는 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종래 제조업 일자리의 주축이었던 생산관련 업무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이
들 직업군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까지 성숙해 있지는 않다. 구조조정은 자원을 사양 산업과 한계 기업으로부
터 성장 산업과 기업으로 재배치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일자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eongjm@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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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경제를 황폐화하는 등 조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이 역기능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이 지체되게 된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은 선진 산업국가들에서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어느 나라도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겨놓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사용자 권한이
큰 미국에서도 무역협정의 피해로 구조조정 되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GM의 파산을 막기 위해 공
적자금을 투입해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다.
유럽의 기업들은 정리해고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해고 전 조치를 통해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법적 제도 및 관행을 가지고 있다.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도 곧바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지원전문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해고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를 1년 정도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임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전직지원 훈
련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 노력
을 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는 EU 시스템에서도 인적 구조조정을 지원하
기 위한 정부의 기업지원은 예외로 인정되며, EU 세계화 기금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개별
국가의 업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김재훈․오정택, 2016).
여기서는 이와 같은 해외사례들을 참조하여, 근로자 개인과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정책적 개선이 덧붙여져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1.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 개선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 주요국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의 계획단계부
터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 틀인 ｢변화 예상과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Quality Framework for
Anticipation of Change and Restructuring1))｣을 보면, 구조조정 이전에 경영환경의 변화를 예상하
1) 이 프로그램은 구조조정 시 근로자 개인과 사회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기업들의 경험에 기반해 담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서의 적용을 감독한 후 2016년경 후속대
책과 가능한 법제화 제안을 하겠다고 한 상태이다.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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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기단계부터 기업과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더 나아가 부품 기업들(supply chain)을 포함한
산업관계자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선제적인 협의와 방향제시,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절한 구조조정 지원방식은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도 연관되어 있다. 실업급여나 고용유
지지원금처럼 어떤 구조조정기에든 일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정책도구들도 있지만, 지역이
나 업종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자금 집행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일시적인 수요위
축만 지나가면 되는 상황과 업종 자체의 고도화를 통해 기존 업종의 구조변화가 필요한 상황,
해당 업종 자체가 심각한 경쟁위기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은 정부 대응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첫 번째 경우는 수요위축 상황을 못 견디고 무너져 가는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일자
리 공유(worksharing) 지원, 사회안전망 차원 대책과 해당지역의 긴급한 SOC 투자, 부품기업들
의 채무 조정 등으로 비교적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 두 번째 경우는 R&D 자금의 추가 지원이
긴요할 것이며, 고도화된 업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부품공급업체 기술수준
고도화 투자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라면 관련 기업들의 정리해고 같은 인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보다 발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전문
가들과 지자체와 협업해 새로운 업종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이루어져
야 하고 정책 자금은 그런 방향에서 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구조조정이 위 세 가지 중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들이
모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제
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개인 근
로자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없
을 수 없으나,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상징하듯 그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은 높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는 곧 구조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 테이블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같은 대안
적인 논의 테이블 확보, 기존의 지역․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나 채권단 회의 같은 재무적 구조
조정 단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같은 보다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만 개별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를
높여 보다 수용성 높은 구조조정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langId=en&moreDocuments=yes를 참조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와
구조조정 관련 정책 수단들을 Eurofound의 European Restructuring Monitor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로 수
집,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
european-monitoring-centre-on-change-emcc/european-restructuring-monito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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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 차원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 내부 차원에서도 구조조정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 개인 및 근로자 대표 간의 인식 간극을 좁히고,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2009년 쌍용차 사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예방적 조치와 인
적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충실한 협의 과정의 부족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 개인의 고통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정리해고법제 실시를 계기로 구조조정 시 사전 고지와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내실 있는 사전 협의는 관행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업 내 협의과정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각 당사자
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다음으로 인적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고도성
장기가 아니라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존 일자리의 파괴로 이어지는 인적 구조조정
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금융위기 당시 독일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이후
빠른 회복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미 여러 차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의 제조업 주력산업들은 주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계좌제에
따라 현금보상을 받지 않고 적립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다. 침체기가 아니라면 계좌에 적립
된 근로시간은 휴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침체기에는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으로 적립된 근로시간이 사용된다. 이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이용을 통해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
화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대응은 숙련된 근로자를 기업 내에 보유하게 만들어 상황
이 나아졌을 때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특수적 숙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추가적
인 장점도 있다.2)
우리나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적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을 하는 경
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 2008년에는 지급액이 약 3,751억 원 수준이던 고용안정사
업 지급액이 금융위기로 고용침체가 극심했던 2009년에는 약 5,955억 원으로 급등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일시적 삭감도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들은
평소에 미리 준비되기보다 상황이 닥치면 그제서야 실행되어, 대개 권고사직, 정리해고나 다름
없는 명예퇴직과 함께 실행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위기를 넘기 힘든 경우가 상당수이다. 기업
들은 구조조정에 돌입하지 않은 평상시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감안한 재원의 준비와 프로그
2)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에 대해서는 이상민(2011), 독일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실태에 대해서는 Knuth et
al.(2014), 근로시간을 이용한 구조조정 대응 방법, 효과에 대해서는 Kümmerling et al.(20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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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마련 노력이 요청된다. 다만, 독일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존 근로시간 법제
변화와 맞물려야 할 것인데, 구조조정이 일상화될 저성장 시기를 맞이하여 노사정의 전향적
대화가 요청된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보듯이 일차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물량팀 등(사
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인 경향이 있다. 조선업은 다소 극단적으로 간
접고용과 기간제 고용이 많이 활용되는 사례이지만,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통해 보면 평균적
으로 우리나라 3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은 대략 20% 정도는 간접 고용하고, 20% 정도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휴업을
할 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조차 지급여력이 없어 정리해고 하거나 계약해지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업 관련 정부 지원금이 존재해도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없어 해고 회피수단이 줄어드는 셈이
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경기가 좋을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한 휴업수당 기금을 원청
주도하에 적립해 위기 시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시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협의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구조
조정 대상 기업이 전직지원기업을 세우거나 외부의 전직지원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대응 정책 메뉴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개별
기업과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정리해고 인원을 전직지원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이직시켜 이
직에 성공할 때까지(1년 또는 그 이상) 관련 업종이나 대상자가 원하는 업종에서 일 경험, 직업
훈련, 기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구조조정 기업이) 임금의 상당부분을 보장
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3) 이와 같이 구조조정 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되는 사람들의
재취업과 경력발전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관행의 마련과 재원 마련 노력
이 필요하다.

3. 실업급여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정리해고 되는 개인들의
당장 생계와 이후 직업적 전망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대책이 얼마나 충분한지의 문제도 보아
야 한다. 이와 같은 대책이 부실할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야기하게 되고, 대상이

3) 전직지원기업 독일사례는 Knuth et al.(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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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람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해고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인데, OECD의 선진산업국가
들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 피보험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수급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나라들은
미국(6개월), 영국(6개월), 우리나라(240일), 캐나다(45주), 일본(330일) 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최소 수급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나라도 우리나라(90일), 일본(90일), 캐나다(14주), 오스트리아
(20주) 정도를 꼽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나라이다.
[그림 1] 40세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
(단위 : 개월)
40
35
30
25
20
15
10
5
스웨덴

아이슬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폴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그리스

에스토니아

터키

캐나다

일본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한국

이탈리아

영국

슬로바키아

체코

이스라엘

0

주 : 회원국 중 자료가 있는 국가들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40세 근로자로 단절 없이 근로했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기간.
자료 : OECD, Benefits & Wages: Policies, http://www.oecd.org/els/benefits-and-wages-policies.htm, 2010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되는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도움을 별로 못
준다는 의미가 된다. 쌍용자동차 사례연구에 따르면 구조조정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
람들의 1년 뒤 고용보험 취업자 비중은 27.3%, 2년 뒤 취업자 비중은 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시균 등, 2013). 또한, 이상호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령 비자발적 이직자는
실직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대략 월평균 -14.5%의 임금 손실이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근속
이 긴 계층에서 이와 같은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긴 재취업 기간의 소득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의 강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1순위
개선대책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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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강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
장이다. 다만, 이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동반되므로 빠르게 연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다. 이런 경우 특별연장급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용이 심각하게 후퇴하는 지역이나 업
종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업종으로 지정되어 특별연장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는데, 좀 더 완화된 조건에서 발효되고, 현행 60일 연장보다 좀 더 길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리해고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신고된 정리해고자에 한해 실업급여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
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90일에서 150일을 수급할 수
있지만, 파산이나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는 90일에서 최장 33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일본도 국제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짧은 나라에 속해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실업자 생활안정이라는 의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리해고자에 대
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음미할 대목이 있겠다.
이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직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정리해고자의 일부는 연관업종
으로 이동해 어렵지 않게 재출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업종을 옮겨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만으로 충분하겠지만, 후자는 질 좋은 직업훈련,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현재 조선업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존의 기술과 산업이 완전히 바뀌어
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긴 기간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대
학으로의 위탁교육 등). 이 기간 동안의 생계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실업
급여의 일부로 존재하는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간 지급) 제도를 개선해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정리해고자에 한해 밀도 높은 전직지원서비스 관문을 거쳐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 방향
에 대해 짧게 논의하였다. ILO 보고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적 구조조정 최소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구조조정(Socially Sensitive Enterprise
Restructuring)이라는 이름으로 권장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비슷한 방향의 구조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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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화 예상과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Quality Framework for Anticipation of Change and
Restructuring)이라는 제하에 회원국들에 권장하고, 관련 구조조정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확산시키고 있다.
구조조정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경제위기
시 대량해고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이 있는 구조조정, 해고회피 노력이 동반되는 구조조정으로
첫발을 내딛었으며, 관련 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비되는 중에 있다. 2008～09년 금융위기 당시
급증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에서 보이듯 그간 정비된 제도들에 근거해 일자리 나누기형
구조조정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하나의 발전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쌍용차와 통영
조선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현재의 조선업 대상 특별업종 지정도 구조조정
으로 인한 특정 지역과 특정 업종의 어려움을 덜려는 발전된 구조조정 대책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에 포함되는 사업도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이나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어 왔
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대화 같은 구조조정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때로는 구조조
정의 방향 자체도 바꾸고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에 중차대한 거버넌스 구축
과 운영경험 축적은 갈 길이 멀며, 이러한 제도의 부재 또는 내실 없는 운영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수준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책임 수준, 충실한 인적
구조조정 회피 노력도 다른 선진산업국가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꾸준한 제도적 개선과
관행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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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안 주 엽*
1)

Ⅰ. 머리말

‘노동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 1980년 2,700시간을 넘었던 연간 총근로시간은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1)으로 2000년에는 2,497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근로기준법 개
정2)의 적용범위가 사업체규모별로 확대되면서 2015년 2,210시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3) OECD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2015년 2,113시간으로 2000년 2,512시간 대비
399시간(15.9%)이나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길다.4)
최근 이러한 장시간근로가 갖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노사
정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에서 “장시간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 추세와도 연결이 되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선언
하고 “노사정은 2020년 이내에 전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 … 적
극 협력한다”고 합의하였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사회
적 대타협’에서는 이를 재확인하였다.5)
*
1)
2)
3)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법정근로시간을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축. 이에 따라 토요 격주휴무제가 도입되었다.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참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5인 이상 사업체) 자료. 이러한 추이는 경제활동인
구조사나 OECD 기준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의 추이와, 다소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
4) [그림 2] 참조. 일본보다 394시간,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보다 742시간 길다. 동 기간 중 근로시간이
10% 이상 감소한 국가는 그 외에 헝가리(14.0%), 칠레(12.2%), 오스트리아(10.1%)이며, OECD 평균 감
소율은 4.0%.
5)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단계적 적용과 특별 연장근로 등), 근로시
간 특례업종 축소(현재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의 개선(5인 미만 사업장, 농
업 등),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휴가소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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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간근로시간의 추이(2000~16)

[그림 2] OECD 회원국의 연간근로시간(200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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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년 6월 4일)에서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근로가 만
연하고 노동생산성은 매우 저조하며, 시간제 등 유연근로의 활용 비율은 선진국의 1/10 이하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전략을 통하여 “2017년까지 연
간 실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추가적인 취업자(연평균 0.6%) 증가를 달성”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6)
이러한 논의는 [그림 3]과 [그림 4]로 요약된다. 즉 연간 근로시간이 100시간 줄어들면 고용
률은 평균적으로 1.9%p 상승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연간 근로시간이 1,873시간이
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파트타임 비중이 1%p 상승하면 고용률이 0.54%p 상승
하므로 파트타임 비중이 20%를 넘으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트타임을 늘
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전망이자 노동시장정책의 청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장시간근로는 그리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며, 최근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22%)을 꼽았다.7)
6) 4개 주요 전략 중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전략에서는 장시간근로 개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산, 유연근무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한도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합리적 조정,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
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산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선도와 이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인정, 시간제근로에 대한 차별(4대 사회보험
미가입 포함) 해소 등을 제시하였다.
7) 2017년 2월 13일 발표. 이러한 비중은 5~9인 영세사업체(19%)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29%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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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 회원국의 연간근로시간과 고용률

[그림 4] OECD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중과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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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다양한 실태를 살펴본 후 장시간근로의 개선을 통해 일
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 WLB)을 이루기 위한 근로시간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II. 장시간근로의 실태

1. 근로시간 운용 실태8)
가. 총근로시간
총근로시간은 월평균 192시간9)으로 나타나는데, 월평균 178시간(주당 40시간) 이하가 차지
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해 상당수 사업체에서 초과근로를 실시함을 알 수 있고, 월평균 231시
간(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비중도 10%에 가깝다.10)
나타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 확산’(14%),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3%)의 순이며, ‘모성보호 확대’는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8) 여기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비농림어업 사업체 1,5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한 ‘근로시간 운용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주로 활용한다.
9) 주당 43.3시간, 연간 2,300시간에 해당하며, 2주일의 법정공휴일과 2주일의 휴가를 고려하면 2,123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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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74%의 사업체에서 주40시간이지만, 44%의 사업체에서 48.5%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23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7%의 사업체에서는 월평균 54
시간(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33%의 사업체에서는 40%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25시간(주당 5.6시간)의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11)
나. 휴 가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4.7일, 사용일수는 9.9일로 소진율은 67% 정도이다.12) 한편 61%의 사
업체에서는 평균 3.4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 사유는 ‘대체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가 41%, ‘근로자가 수당을 확보하려’가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소진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58%에 이르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61%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 중
이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54%에 불과한데, 미실시 사업체의 57%가 ‘휴가를 촉진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 유연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알고 있는 사
업체의 비중은 63~73%로 나타나지만, 실제 이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3~9%에 불과하여
여전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제근로 활용 사업체는 8.2%에 불과한데, 이들 사업체의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은 평균
16%이다. 시간제근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시간제근로에 알맞은 직무가 없거나 많지
않아’가 58%,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가 24%를 차지하여 아직 전일제를 중심으로
한 기업 운영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의 업무 중 시간제근로로 수행가능한 업무의
비중은 47%의 사업체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으며, 실제 시간제근로 활용 사업체에서는 23%
로 다소 높다.

10) 통상 주당 근로일수는 5.3일로 주5일근무가 65%를 차지하며, 6~7일 근무가 19%에 이른다.
11) 연장근로(휴일근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여’가 42%(48%)를 차지하며, ‘일시
적으로 주문량 또는 수요가 늘어’가 30%(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율적 인력관리보
다는 가능한 한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20%만이 ‘(상당히)긴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2) 사업체의 5.9%는 연차휴가 미부여. 사업체의 49%는 15일, 21%는 1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미
부여 사업체를 포함하면 부여일수는 13.8일. 연차휴가 미사용자 7.7%를 포함하면 사용일은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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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조한 시간제근로의 활용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기준)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은
2002년 5.8%에서 2015년 11.6%, 2016년에는 12.8%(248만 명)로 상승하였지만, OECD 회원국
(2015년 평균 16.8%)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과 비
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13)
이러한 저조한 시간제근로 활용은 이의 부정적 특성 - 낮은 임금수준, 저조한 사회보험을 포
함한 부가급부 적용률, 미비한 고용안정성 - 에 기인한다.14) 시간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4
만 원으로 전일제 정규직근로자(280만 원)의 27% 정도이며, 상대 시간당 임금은 59% 정도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15~21%로 정규직근로자의 82~86%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부가급부 적용
률 역시 9~18%로 정규직근로자의 74~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
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다양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궁극적으
로는 장시간근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 주요 적용제외 조항으로는 동법 제11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가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제63
조(적용의 제외)에서 1차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일부 특례업종에 대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간제근로의 유인을 저해하
고 있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은 주당 68시간의 장시간노동
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13) 네덜란드(38.5%), 스위스(26.8%), 호주(25.2%), 일본(22.7%), 영국(24.0%), 독일(22.2%), 덴마크(20.0%).
14)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011년 54%에서 2016년 57%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해 한시근로자나 비전형근로자의 2년 6개월이나 정규직근로자의
7년 5개월에 비해 월등히 짧다. 시간제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중은 58%로 정규직근로의 76%에 비
해 낮은 수준이나 한시적근로자(57%)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비전형근로자(3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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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방안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삶의 균형을 확립함과 동시에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부수적 효
과로 추가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
행된 것으로 현재는 실천적 의지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1. 실근로시간 단축의 단순계산
다음 단순한 상황을 상정해 보자. 우리 노동시장에 장시간근로자(주 60시간 근무), 정시간근
로자(주 40시간 근무), 시간제근로자(주 30시간 근무)가 있고, 각각이 25%, 65%, 10%를 차지한
다고 하자. 1년 52주 중 2주일은 법정공휴일이라 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2,200시간이며, 연차휴
가를 1주일 또는 2주일 사용하면 2,156시간 또는 2,112시간(2015년 OECD 통계와 유사)이 된다.
근로자 구성에서 변화가 없이 장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만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
어든다 하자. 휴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연간 근로시간은 2,100시간으로, 휴가를 1주 또는 2주
사용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각각 2,058시간 또는 2,0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더하여 장시간근로자의 비중은 10%로 줄어들고 대신 정시간근로자가 70%로, 시간제
근로자가 20%로 늘어난다고 상정하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간 근로시간은 1,960시간으
로, 휴가를 1주 또는 2주 사용하면 1,921시간 또는 1,882시간으로 줄어들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 15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1,842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곧 주52시간 제한과 장시간근로의 완화, 시간제근로의 확산, 법정연차휴가의 확보 및
소진을 통해 최근 논의에서 목표로 하는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 휴일근로 산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
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에 산입
현재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사안 중 하나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이다. 논의과정에서
특별연장근로(주당 8시간)의 추가를 고려한 적이 있지만,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
용함으로써 실근로시간 단축의 의미와 이의 긍정적 효과를 모두 잃게 만들게 되므로 현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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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휴일 및 휴가제도의 개선
휴일 및 휴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15)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때 대체휴일을 적용(현재
일부 적용)하여 공휴일을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를 합리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미소진휴가의 금전보상을 금지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
다. 적용제외 조항의 폐지
다양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
준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
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이나 농림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종사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원천적으로
이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항시(극단적으로 주7일, 매일 24시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것이지만,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한도를 지키면서도
이러한 상시 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하다.17) 또한 교대제 중 3조3교대(1일 8시간, 주당 56시간)
는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데, 법준수를 위해서는 교대제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18)
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인식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16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
업체(1,239개소)에서는 주당40시간(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대
해 43%(23%)가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확대에 대해 (상당히 또는 다소) 부담을 갖는 사업
체는 37%(39%)로 나타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21%만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반면 61%가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조항별로 차이를 보인다.
15) 주5일 근무하면 주휴가 2일인데, 하루는 유급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무급주휴일로 취급되어 혼선을 빚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6) 예를 들면, 1년 미만 계약의 기간제근로에 대해서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년의 8할(9.6개월)
이상 근무하면 (계약기간(월)/12)x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7) 현재 1주 168시간의 업무를 주당 68시간 근로자 2.5명으로 수행하였다면, 52시간 근로자 3.3명, 또는 40
시간 근로자 4.2명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은 각각 31%와 70%이다.
18) 동일 유효노동력으로 환산하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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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사업체(356개소)에서는 대부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룬다. 1차산업 사업체(284개소) 역시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의 한
도에 대해 46%(30%)가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확대에 대해 45%(45%)가 부담을 느끼고 있
다. 적용확대가 부담이 되는 주된 이유로 가산임금을 꼽고 있는데, 근로시간의 엄격한 적용이
경영상 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사용자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근로감독 업무 수행 인력의 증원 필요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는 근로감독 대상의 확대를 의미하며, 현재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근
로감독관만으로는 철저한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근로감독 업
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실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이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간제근로의 활성화
가. 차별 해소
시간제근로는 시간제약을 우회하여 노동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어 개인의 효용(만족도)을 높
이고 고용률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19) 이미 언급한 부정적 특성으로 시간제근로의
공급에서 소극적 경향이 나타난다.20) 따라서 시간제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간제근로에 대한 근무형태에 따른 차별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근로에
대해 비례원칙(pro rata principle)에 따른 근로조건의 보장 및 사회보험 가입과 부가급부의 제공
이 필수적이다. 사회보험법 적용의 근로시간 요건을 없애는 한편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고용보
험에서는 이에 따른 부분실업급여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나. 공공부문의 선도 : 전환형 시간선택제21)
로드맵 이후 정부는 ‘시간제공무원’을 별도 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공무원 지
위와 관련, 승진이나 공무원 연금 등 다양한 논란을 목도한 바 있다. 또한 시간제전환이 제도상
19) 대부분 기존연구는 학업 및 일자리탐색을 병행하는 청년층, 가사 및 육아 부담이 큰 여성, 노동시장 퇴장
과정에 있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제근로가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 최적근로시간이 32시간인 자는 시간제근로의 대안이 없으면 전일제근로(주당 40시간 근무)나 비취업상태
(0시간 근무) 중 선택하여야 하며, 양자의 효용(만족도)은 최적상태보다 낮고, 고용률은 낮아지게 된다.
21) 공공부문의 시간제 활용은 민간부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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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더라도 승진 불이익 등으로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는 전환형 시간제를 의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생애노동기간 30년 중 매 10년마다 1년 의무적으로 시간제근로로 전환하여 근무하도록 함22)
으로써 어느 누구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부문에서 10%의 양질의 시간선택
제근로를 활용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23)
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민간부문은 차별 없는 양질의 시간제근로를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한도의 준수로 시간제근
로에 대한 소극적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조한 시간제 활용 현실과 사용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보았듯, 아직은 시간제근로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단 이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서
는 시간제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덜하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즉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과 양질의 시간제근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제도 도입 후 3년) 법인세상의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제근로의 활용을 유인
하고, 기업이 이의 유용성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자가
시간제근로를 합리적 대안으로 선택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보험료를 감면 또
는 면제하는 한편 소득세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시간 전환 청구권 제도의 도입
특히 전환형 시간제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시간제근로 청구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사유
가 종료되었을 때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권리(전일제근로 청구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
다. 양방향 근로시간 전환 청구권 제도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가 더욱 고도화되어야만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용이한 반면 소기업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
여, 기업규모에 따른 세제상 혜택의 편차를 고려하여야 함과 동시에 소기업의 불가피한 대체인
력 활용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22) 10년 후에는 육아기, 20년 후에는 고위직 승진(자기계발 등 교육훈련), 30년 후에는 퇴직 후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간제를 활용.
23)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19명의 전일제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18명의 전일제근로자와 2명의 시간
제근로자가 수행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인력은 5.3%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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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두 차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이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일자리창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연간 실근로시간의 1,800시간대로의 단축에 대한 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방안들이 도출되고 합의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
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반 제도의 개선 방향 및 노사 당사자의 인식의 전
환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애노동의 측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2013
년 소위 ‘정년60세법’이 마련되어 올해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향후 법정정년연령은 국민연급 수급개시연령으로 연장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애노동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생애소득을 위
한 오늘의 근로시간은 그만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24)
실근로시간의 단축, 양질의 시간선택제의 활성화, 그리고 정년의 연장 또는 폐지는 일과 삶
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고도화와 경영
의 건전성 확보 및 노사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근로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
이 될 것이다.

24) 27세에 노동시장에 진입, 57세에 은퇴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60세 정년은 생애노동을 10%, 65세 정년은
26.7%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57세 정년하에서 30년 동안 44시간 근무하는 것이 최적이라면, 동일
한 생애근로소득을 위해 60세 정년에서는 33년 동안 40시간, 65세 정년에서는 38년 동안 34.7시간 근무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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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허 재 준*
1)

Ⅰ. 머리말

다보스 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산업4.0(Industry 4.0)’과 혼용되며 사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기술이 산업계에 일으
킬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산업4.0’은 지능정보기술 발달에 대응하여 독일 제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양자는 엄연히 그 내포하는 의미와 차원이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독일의 ‘산업4.0’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개
념이다.
‘산업4.0’에서 독일이라는 지리적 기원을 사상(捨象)하면 그 개념은 현재 새로운 기술진보로
인해 파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정의하는 데 원용할 수 있다. 지능정보
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인이자 산업4.0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특별
히 독일이라는 기원지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지
형과 생산방식의 변화를 ‘산업4.0’이라고 부르고, 일자리 영역의 변화를 ‘일자리4.0’ 혹은 ‘노동
4.0’이라고 부르며,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진보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사물
들 간의 네트워크화와 소통(‘사물인터넷’),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컴퓨터 연산능력과
데이터 처리기술(‘클라우드’), 코드화 혹은 알고리듬화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대량 수집과
이용(‘빅 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기기(모바일 인터넷), 인간의 뇌
의 인지기능을 모방한 알고리듬화 기술(‘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이식한 기계(‘로봇’) 공학.
이러한 기술진보에 따라 일어난 산업과 기업의 변화(산업4.0)에서 나아가 직업세계와 노동
조직과 고용관계에서 일어날 변화와 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에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urjj@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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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Ⅱ.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1. 직무, 직업, 일자리 수
기술변화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전통적 가치사슬을 해체하고 있다. 가치사슬 해체는 비즈
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경쟁 위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다른 측면인
기술진보가 직무, 직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업무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고
찰할 수 있다. 자동화에 의한 ‘대체’는 어떤 직무의 대량 소멸을 의미할 수 있다. 직무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겠지만 직업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 규모의 고용 파괴를 의미하진
않는다. 하나의 직업이나 한 사람의 일자리는 여러 가지 직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이 직무와 직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이러한 자동화 영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림 1] 지능정보기술이 생산과정과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치사슬해체

지능정보기술

y 묶음 해체 unbundling
y 분화 fragmentation
y 확장 extension
y 단축 contraction

경쟁우위 변화
y 기존사업 구조개혁 :
소니(미디어)
후지필름(헬스케어)
올림푸스(내시경)
삼성(자동차 전장?)

자동화

직무 변화

y 인터넷 연결 스마트 기기
(스마트 공장/카/홈/폰/
로봇)
y Big Data 수집/처리/분석
y Cloud 컴퓨팅

y 인간-네트웍, 인간-기계
사이의 역동적 협력이 증
진되는 형태로 변화(정적
인 동작분석이나 일관작업
개념에 입각한 틀로는 대
응 불가)

기술이 특정 일자리를 없애는지 여부는 그 일자리의 업무(task, activity)를 기술이 모두 대체
하는지, 일부는 대체하더라도 일부는 보완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기술과 보완되는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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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기술이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보완관계에 있는 업무의 생산성은 증가한다. 그렇
게 해서 해당 일자리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인터넷 연결기기와 인공지능이 결부된 기술진보에 의한 자동화는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전
개되고 다양한 직업들의 ‘직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란 우려, 양질의 일자리마저도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1) 하지만 직무가 대체된다고 해서 그만큼 일하는 시
간이나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에는 적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이 창출되는 수요로 인해 더 많은 생산량을 생
산할 필요가 있게 되고(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서 생산성이 향상되어 가격이 싸지면 새로운 수
요가 창출된다) 그에 따라 노동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역사적 과정에서 기술진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작동했다.2)
30～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이 컴퓨터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30～
40년 전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사전을 비교해 보면 사라진 직업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리
고 직업사전의 항목 수가 과거보다 줄어든 적은 없었다. 이를 볼 때 기술진보의 결과 없어진
직업보다 새로 생긴 직업이 더 많은 사실도 알 수 있다.
맥킨지가 미국 내 802개 직업에 대해 직무를 분석하고 자동화에 의한 대체가능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800개 직업의 2,000개 작업 중 45%(2조 달러어치의 업무)가 자동화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현재의 기술로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직업은 5% 미만에 불과했다(Chui et
al., 2015). 전체 직업의 50% 정도는 아직 컴퓨터나 로봇이 속수무책이고, 45%는 직무 일부를
자동화할 수는 있지만 전면적인 자동화는 어려운 영역이라면, 역설적으로 컴퓨터 혹은 로봇과
협업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도 된다.

2. 노동과정과 작업조직
기술진보의 영향은 사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진보’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

1) 첨단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노동의 종말에서 주장한 점이나, 19세기 산업혁명기에 대량생산 기계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기계파괴(luddite) 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궤를 같이한다.
2) 과거 50년간의 우리나라의 생산성, 고용 추이를 돌이켜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높을 때 취업자수 증가율도 높
았다. 브린욜프슨이 ‘거대한 탈동조화(Great Decoupling)’라고 부른 2000년대의 생산성(생산성 측정에 관
한 논쟁도 있지만 그에 관한 문제 제기는 논외로 한다)과 고용률 사이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살
펴본 미국의 생산성과 고용률은 동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허재준(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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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신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조직이 변화할 것이다. 테일러
리즘이나 포디즘은 장인(匠人)을 저숙련 공장 노동자로 대체하는 기술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서 과학적 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3) 지능정보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작업방식
의 변화가 동작분석에 기초한 테일러 방식이나 일관작업 개념에 입각한 포드방식일 가능성은
낮다.
인공지능기술 시대의 작업방식은 인간 - 네트웍, 인간 - 기계 사이의 역동적 협력 형태를 포
함하는 작업방식일 것이다. 이미 ‘인간과 함께 일하는 로봇’ 개념을 구체화한 제조용 로봇 개발
과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4) 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속에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며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이 인공지능과 협업할 것이다. 제조과정에서도
인간과 기계(전통적 공장에서 보던 기계설비는 물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체화하고 있는 로봇
포함)가 협업한다. 독일의 제조업 플랫폼 ‘Industrie4.0’은 이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3. 고용형태와 근로형태
일자리는 생산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수요에 의해 공급된다. 기업이 자신의 생산물에
필요한 중간재를 직접 생산할 때와 외부에서 사서 조달할 때에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형태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각 생산 단계 혹은 공급사슬마다 시장거래를 통할 수도 있고,
여러 생산 단계를 하나의 기업 안에 일관된 공정으로 만들어 두고 직접 생산할 수도 있다. 기업
밖에서 시장거래를 통해 사오는 방식이면 생산과정이 날씬해지고 기업규모도 그만큼 작은 형
태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기업 안에서 많은 물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식이면
기업규모는 커진다. 기업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바로 최종생산물을 생산하기까지 각 생
산단계가 갖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생산방식의 거래비용을 혁명
적으로 낮추었다. 특히 외부자원을 밖에서 사올 때의 거래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형 고용계약 형식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진보가 자원의 특정성과 거래의
복잡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정규직을 통해 처리하는 것보다 외주, 임시직 등을
활용할 때의 거래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취업형태가 다양화하고 비전통적
고용계약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주문형(on-demand) 거래의 확산으로 임시직, 파견, 재택근무,
파트타임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3) 테일러리즘은 과업 수행의 분석과 혼합에 대한 관리 이론이다. 포디즘은 일관 작업으로 작업 과정을 개편하
여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4) ABB사의 프리다(FRIDA)는 인간과 같은 몸과 팔을 갖춘 로봇이다. KUKA사의 LBR(lightweigt robot)은 지
능형 산업 작업 보조 로봇이다. Rethink Robotics사의 백스터(Baxter)는 라인 로딩과 기계 관리 및 포장과
자재 처리까지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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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근로, 재택근로, 원격근로 등이 확산되어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근로공간과 비근로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도 변화의 일부이다. 일하는 날과 휴일의 구분
이 모호해지고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업무를 장소와 상관없이 알아서 완성하
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통적 고용관계가 느슨해지거나 해체되고 있다. 지휘 명령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상호 약속한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처리하여 넘기는 관계로 변화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상도 투입시간에 근거하는 시간급이 아닌 성과에 근거한 성과급제도가
확산되고 맡은 업무 내지 과업의 완성에 따른 보상이 중요해져서 최저임금이 무의미해진 상
태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확립된 기업조직과 노동규범(예컨대, 1일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감시 감
독 등의 근로기준)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 조직이 핵심인력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임
금근로자 - 자영자성이 혼합된 계약형태가 확산되는가 하면, 감시감독, 보안, 사생활 침해가 모
두 새로운 차원에 직면하고 있다. 공유경제 확산으로 업역은 물론 소비자 - 생산자 구분이 모호
한 경우도 많아지고 사용자가 없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4. 고용의 속성
기술발달로 인해 일자리에 일어나는 변화의 요체는 ‘일자리의 수(고용)’라기보다는 직무변
화이다. 하지만 자동화가 용이한 직무, 즉 정형화(routinize)하기 용이한 직무로 이루어진 직업
들은 수요가 과도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제도와 정책과 조직의 적응력이 뒤떨어질수
록 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확인되고 있다. 같은 교육수준을 요하는 직업이라고 하더
라도 지난 10년간 단순 기능을 직무로 하는 직업의 일자리(기능원 등)는 감소한 반면 대인관
계를 직무로 하는 직업의 일자리(AS요원 등의 서비스 종사자)는 증가했다. 증가의 정도를 보
면 전반적으로 전산화하기 힘들고 최근의 기술발달과 보완적인 직무를 가진 전문직, 기술직
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단순노무직 또한 전산화하기 힘들고, 경비원, 청소원, 운전자, 승무원,
음식서비스 종사자, 가사 도우미 등의 직무도 최근의 기술진보와 보완관계를 가져 고용이 증
가했다.
중간 숙련 수준의 직업이 줄어든 점은 자동화가 이들의 직무를 대체하면서 노동비용을 현저
하게 절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 중간 숙련 직업이 항구적으로
감소할까? 이들 직업군의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보다는 직무의 성격이 바뀌면서 추세
도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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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종별 고용 변화 2005～15(고용량의 로그 차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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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로부터 계산.

5. 상대소득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육체노동자와 고숙련 장인이나 기계조작원의 노동비용을 획기적
으로 절감하는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 발달했다. IT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
대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직능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학 취학률의 현저한 증
[그림 3] 한국의 교육투자 수익률 추이 198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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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로부터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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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노동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투자수익률은 경향적으로 증가
했다. 이는 고직능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지능정보기술발달에 적응력이 높은 노동(신기술을 개발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
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인력)에 대한 수요와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적 판
단과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다. 지능정보기술발달은 분석적 업무마
저도 자동화할 수 있어 인공 지능과 보완적인 직무를 정의해서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
업과 그러한 직무능력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단순노동 수요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일자리 공급이 제한되고 단순 직무 일자리에 대거
구직자가 몰리는 형태로 저성장 - 저고용 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급속한 기술변화는 소득
양극화 경향을 지속시킬 전망이다.

Ⅲ. 정책 함의와 결론

1. 변화의 요체
기술진보에 따라 일자리에 일어나는 변화의 요체는 과거보다 소멸되거나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자리의 직무가 변화하는 데 있다. 왓슨이나 로스와
같은 컴퓨터가 보급된다고 해도 자료검색/분석 전문가 ‘직무’가 대체되고 그러한 직무의 일자
리가 감소할 뿐 변호사, 회계사, 의사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퀴즈게임왕, 체
스왕, 바둑왕이 이제 모두 인공지능 컴퓨터인 시대에, 지식을 전달하는 많은 직업은 인공지능
이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 ‘직무’는 대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생들이 토론을 주도하는 속에서 멘토로 역할하는 교사, 학생과 소통하면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교사,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애정을 표시해 주는 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교사의 직무가 변화하고 교사 일자리는 그렇게 변화하면서 지속될 것이다.
요컨대 기술진보는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직업들의 ‘직무’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직업과 일자리에 영향을 초래한다.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고 창출하겠지만 직무의 대체/보
완성에 따른 직업 내 직업 간 기회와 보상 격차를 확대하는 영향이 지배적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근로형태에 변화가 초래되고 새로운 노동규범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소
득분배, 교육 등에 관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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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가 아무리 ‘혁명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하기보다는 다양
한 계층 간 소득의 균형을 바꿔놓음으로써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와 같이 기술진보가
광범위하고도 급속하게 일어날 때의 주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는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에
새로운 정치·사회적 도전을 제기한다. 기술 혁신의 저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기업조직과 인간의 기량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중간계층의 소득과
일자리가 정체되고 소득과 일자리가 양극화한다.

2. 대응의 요체
실제 전반적 일자리 공급 자체가 줄어들지 여부는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어떻게 제도적․정
책적 적응을 하는지에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관건은 기술진보에 맞추어 제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산업화
시대의 조직ㆍ제도 규범이 지능정보기술 확산 과정에서 적응지체를 보인다는 점에서 포지티
브리스트 방식의 규제를 해 온 한국과 같은 규제규범을 갖는 나라에서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
이 더 클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진행되는 기술진보의 성격이 파라다임 전환적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의 단기적 영향은 항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막연히 장기적
으로는 다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해서도 안 된다. 그만큼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기술진보가
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 제고가 시급하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적합한 규제방식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효과적으로 플랫폼
을 제공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노조는 지나치게 장기적 이익을 고려
하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목표를 정하고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민간 주체가 당면
하는 장벽을 해소해 주고 조율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가능한 비즈니스와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에 대한 신호를 신속히 보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매몰비용이 발생하
지 않고 이루질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 과거의 정책들 중 정부의 항구적 개입이 필요한 방식
으로 정의된 기존의 정책 아이템들을 민간의 적응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이니셔티브가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 노동규범에 대한 접근법도 예외가 아니다. 노사는 노동
시장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해서 본격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올바른 접
근법이다. 독일에서 Industrie4.0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후 노조가 그에 맞는 Arbeit4.0이 필요하
다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시작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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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학습조직, 적응력, 노동규범에 대한 대응
기계와 인간이 협업함으로써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인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구조,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정립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산업정
책, 대기업집단규제, 공정거래정책도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에 플랫폼을 제공하
는지를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의무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육으로는 앞으로 요구되는 기술지식을 갖춘
인력양성이 어렵다는 진단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직업생애 동안 대부분의 노동시장참여
자가 학교 학습 외에 직업생활시기에도 재학습(learn, unlearn, relearn)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는 전제 아래 양성교육과 재교육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진하는 공식교육과 일-학습 병행 구도
를 마련해야 한다.
20년 동안 배워서 30년 직업생활에서 활용하는 주기가 무너지고 현재의 노동시장참여자 세
대는 자신이 직업생활을 하는 동안 학습 - 재학습이 필요한 상황에 부응하도록 제도, 기관, 프
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직무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년
간에 걸쳐 직업별로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자동화 가능 직무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를 실시하여 주요 직업별로 자동화 가능 직무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 규범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노무 제공을 생계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인적 범주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갖추는 대비도 시작해야 한다.
근로시간 등에 관해 업종별 특례를 두는 문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관해 현재처럼 직종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법으로는 적절한 해법 마련이 어렵다.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과 성격
에 따라 적절한 행위규범을 설정하고 근로관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하기 위한 법적 틀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한 영역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에 의한 절차적 규제완
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절한 접근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
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
완해야 한다. 그와 함께 노동시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
양화에 대응하고 계약관계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일
적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실정
에 맞게 일정 정도 해제할 수 있도록 종업원대표제도의 기능과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을 재편하
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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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전환기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과 과제
김 주 섭*
1)

Ⅰ. 머리말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그간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세계적 우수사례로 꼽혀 왔다. 경
제성장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록 제한된 기간이나마 고도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공급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며, 교육정책과 더불어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대략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정책(더 나아가 정규교육
까지를 포함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점점 쇠퇴
되어 가는 형국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개발 연대의 영향력하에 있
었던 시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반면, 그 이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
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경제정책 전반에 나타난 현
상과 마찬가지로 직업능력개발정책에 있어서도 개발 연대의 강력한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이
점점 더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상은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분권화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이
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아직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환기에 놓
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
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추동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하에서는 전통적인 인재상이 변화할 뿐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skim@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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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업문화, 숙련의 내용, 일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에 조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한 당면
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 시기를 또 하나의 전환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본고에서는 개발 연대 이후 현재까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을 개괄함으로써 장
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
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직업능력개발 정책 변천 과정

1.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시기별 변천과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변천과정은 크게 도입기, 정착기, 성장기,
<표 1> 직업능력개발정책 변천 과정
고용보험 도입 이전
시기

1960년대

1970년대

고용보험 도입 이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경제환경

제3, 4차 경제개발 5
제5, 6차 경제개발 5
제1,2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중화학 공
개년 계획(자율과 개
업화 및 고도성장
개년 계획
방 경제안정기)
도약기)

초반 및 중반 : 중성
글로벌 / 지식정보화
장․저실업
사회 진입. 성장률
후반 : 1997년 경제위
하락
기

직업훈련
발전단계

도입기

전환기

관련 법령 직업훈련법(1967)

인력수요
변화와
대응전략

경공업화 진입에 따
른 단순기능공 수요
증가 → 학교교육을
통한 기능인력 확보
에 치중, 직업훈련
제도 설계, 직업훈
련 보조금 제도 도
입

정착기

성장기

직업훈련특별조치
고용보험법(1995)
법(1974), 직업훈련기 직업훈련기본법 제4
근로자직업훈련촉
본법(1976), 직업훈련 차 개정(1987)
진법(1999)
촉진기금법(1976)
중화학공업화에 따
른 기능인력수요 증
대. 기능인력 부족
심각 → 이농으로 인
한 무기능인력 무제
한 공급 한계. 실업
고등학교 설치. 공
공직업훈련 확대. 훈
련의무제도 실시. 훈
련분담금 제도 도입

혁신기

근로자능력개발법
(2004)

노동시장유연화에
한국산업인력관리
따른 평생직업능력
공단 설립(1982).
실업자 사회안전망
개발 체계 구축. 취
고급직업훈련과정 으로서의 직업훈련
약계층 훈련 강화.
신설(기능장 과정)
전략분야 인력양성

자료 : 강순희 외(2011), ｢일자리창출교육 및 훈련사업군 심층평가｣,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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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혁신기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직업훈련은 주로 기능인
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양성된 기능인력은 당시의 경제 고도성장에 힘입어 거의 모
두 산업인력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당시의 경제성장이 강한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도입기에서부터 정부주도, 공공훈련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1997년 경제위기에 의해 발생한 대량실업 사태는 기능사 양성훈련 중심의 훈련에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직업훈련 기능이 대폭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
제의 글로벌화, 지식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략분야에서의 직업훈련이 강조되기에 이른다.

2.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분권화와 시장기능 확대
2000년대 들어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환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시장경쟁의 강화, 기술혁신과 지식경제의 도래, 탈산업
화와 서비스경제화,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가능성,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 등
이 환경변화의 주요한 양상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제기된 것이 그간의 정부주도 직업
능력개발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었다.
정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 등에 힘입어 참여정부, MB정
부, 박근혜 정부 동안에 중앙정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미래 경
제사회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 및 산업으로의 분권화, 둘째는
시장기능의 확대, 셋째는 파트너십의 강화이다.
현재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Industrial Skills Council : ISC)의 모태가 되는 산업별 협의체(SC)
는 2004년 기계, 전자, e-biz 등 3개의 협의체로 시작하였으나, 그간 협의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기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에 이른다. 지역분권화는 2007년 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왔으나, 현 정부 들어 지역인적자원위원회(Regional
Skills Council : RSC)로 발전하여 본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부터 시작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이후 ‘내일배움카드제’
로 명칭변경)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급기관을 모든 교육훈련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는 점에서 시장기능 확대의 대표적 정책으로 간주된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노사공
동훈련사업의 실시는 노사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그간의
시도는 적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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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로의 변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산업분권화가 아
직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뿌리깊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분권화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민간역량이 미성숙한 것도 분권화
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계좌제 훈련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측면이 있으나, 훈련공급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
하여 훈련품질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노사공동 훈련 역시
정부와 노사의 관심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통합되어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른다.

Ⅲ. 최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변화

전환기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 추진되어 온 대표적
인 직업능력개발정책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하 NCS)과 일학습
병행제 도입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NCS 개발 및 활용 정책
NCS란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
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2016년 7월 22일 고시된 NCS는 24대 직업 분야, 847개
NCS 및 이를 구성하는 10,599개 능력단위 등이다. 또한 각각의 능력단위는 능력단위요소(수행
준거, 지식․기술․태도)와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등을 포함한다.
NCS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다. 우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의 교과과정(또는 훈련과정)을 NCS를 기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의 설계 및 출제에서도 NCS를 활용하여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
이 있으며, 더 나아가 개별 기업의 교육훈련, 채용, 배치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이다.
그런데 NCS의 개발 및 활용정책과 관련된 비판도 존재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과 맞지 않는 NCS가 개발되는 등 난개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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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훈련교과의 개편과정에서 교육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강제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하
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용을 강제하고 있는바, NCS 기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게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NCS의 개발 및 활용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기보다는 개발
및 활용과정에 대한 것들이라고 여겨진다. 호주, 영국 등 NCS가 잘 발달된 선진국에서와는 달
리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산업계 인력이 충분히 동원되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강력
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개발된 것임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향후 정부주도 방식에서 탈피하
여 점차 민간 산업계가 주도하는 NCS 개발․활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기
적으로는 NCS의 품질관리 강화, 활용정책의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하여 NCS의 시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 역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직업능력개발 정책
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녀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기업현장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일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일학습병행제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도제제도가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으로 많은 국가
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제는 몇 가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비용-효과성의 문제이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도제훈련을 실시하고 있
는 독일 등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학습근로자 1인당 약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아직은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이수 후 자격증 부여
등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리되고 있지 못한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일학습병행제가 단지 기업에서의 학습근로자 교육프로그램으로 국한될 경우 제한적인 성공
만을 가져다줄 것이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직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그들이 속한 기업
의 재직근로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기업 전체가 이전의 연공중심 문화에서
직무중심 문화로 바뀌어 나갈 때 일학습병행제가 진정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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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정책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직업능력개발 정책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
된다. 우선 인재상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창의적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기계와의 소통능력도 중요해질 것이며, 문
제해결 능력은 물론이려니와 문제제기 능력이 잘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노사간 고용관계에서
on-demand 노동수요로 변화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prosumer의 등
장 및 확산,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주는 함의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는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진보의 속도
에 비례하여 학습에 대한 감가상각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학습권이 지금보
다 대폭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개인의 생산성 유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학습휴
가의 전면실시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같은 맥락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내용도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평생직업능력개발 공급기반의 확충과 미래형 NCS 개
발 및 활용 등의 정책이 구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기존의 정책결정의 분권화, 특히
산업계 자율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이다. 비단 4차 산업
혁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간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에 있어서 각 경제주체들의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기존의 ISC, 지역인자위 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및 산업계 자율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Ⅳ. 맺음말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흐름을 볼 때, 그간 여러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의 정책은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왔다고 여겨진다.
다만 실행과정에서의 경직적 행태, 비과학성, 전문적 역량의 부족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근한
예로 NCS 정책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미래부 등의 부처가 상호 연계․협력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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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의 정책환경은 다양화․다기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해서는 실험
적 방법에 의한 정책디자인을 시도할 때도 되었다고 본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실험을 통해 면밀히 관찰․분석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와 확산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셋째, 그간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용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되어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인하
여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등
의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고용보험 틀 안에서의 재원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회계의 비중을
점차로 높여나가는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평생직장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평생직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로자 학습권 강
화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방식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더욱이 4차 산업혁
명 시대에는 고용관계가 점점 더 개별화되어 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개인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근로자 학습
휴가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개인 주도 학습이 보다 효과
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이력관리제도, 자격제도,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충
등 부가적인 제도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정책 사업별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이에 더하여 4차 산업시대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갈 것이 예견되므로 정책
의 유연성과 적시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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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환기의 고용노동정책 : 고용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고용정책의 방향
강 동 우*
1)

Ⅰ.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 일컬어질 만큼 노동시장의 고용성과가 가시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2월에는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12.5%를 기록하였으며, 조선업과 해운업의
위기는 대량 인력감축과 한진해운 파산을 야기하였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산업별 경기순환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인구 구조 고령화 과정에서 발
생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지연과 청년층 실업문제 등 내․외생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
황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상의 산업 및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 고령화에 대응
한 국가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 차원의 논의에
비해 지역경제 관점의 고용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활동이 공간적
으로 균등하기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리적 집중을 보이고, 일자리의 실질적인 창출과 소멸
이 구체화되는 공간은 지역노동시장이며,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향후 우리 경제가 직면할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dwkang1982@kli.re.kr).

79

2017년 3월호

Ⅱ. 산업 구조 변화와 지역고용정책의 대응 방향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우리나라 조선업의 위기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급격한 인
력감축을 야기하며 국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거제, 창원, 울산, 목포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
센터’를 설치하여 조선업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
리사업 지원을 통해서 조선업이 집중된 지역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
나 2013년부터 조선업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배규식, 2016: 9～11),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미리 완화할 수 있는 선제적 고용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점은 아
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우리 경제는 조선업의 위기와 같은 추가적인 산업 구조 변화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으
며, 이에 따라 특정 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 변화의 충격이 구체적으로 표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조선업 위기를 교훈 삼아 위기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와 해당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의 대량 인력감축 및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최소화하는 지역고용정책의
준비와 선제적 시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는 산업의 지리적 분포와 고용현황을 나타내는 산업별 지역고용
지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 지도에서는 해당 산업별로 지역 고용현황을 시각화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추적하여 고용변동의 추세를 표현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산업별 경기 흐름이 지역
고용에 끼칠 영향을 산업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고, 예상되는 시공간
적 고용충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노조, 지역주민들에게 예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정된 산업 및 지역별 최대 구조조정 인력 규모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충격이 지역경제에서 실현될 경우, 해당 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조기 지정
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을 해당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 시행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역고용정책 방안들이 향
후 고려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했던 기존의 지역산업정책 수립 방
향의 개선도 필요하겠다.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산업육성에 따른 광역
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고용 영향을 검토하여, 산업의 성장과 지역고용의 증감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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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고용정책의 대응 방향

이상호(2016)는 마스다 히로야(2015)의 저서 지방소멸에 제시된 접근방식을 차용하여 우
리나라에서의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인구소멸 위험지표(20∼39세 여성인구 비중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
상)에 이미 진입한 기초자치단체가 228개 중 78개, 인구소멸 위험지표가 0.5 미만으로 매우 심
각한 기초자치단체가 79개이며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역수준에서 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인구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특히 비수
도권 지역에서 수요 감소와 복지 소요 증대를 초래하고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를 야기할 가능
성이 크다. 이러한 우울한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 축소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비 성향이
높고 인구재생산에 핵심이 되는 연령계층의 유입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핵심 연령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들
은 지역전략육성산업을 선정하고 보조금과 일자리사업 등의 지역고용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상호, 2016).
그러나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핵심 연령계층의 유입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
에 따라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가정하는 기존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인구 감소를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보고 이에 맞추어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축소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
다.1) 축소도시의 패러다임에서는 감소하는 인구에 맞게 기존 지역 인프라의 규모를 단계적으
로 축소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
1) Laursen(2008)은 축소도시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인구와 경제가 감소하는 도시’로 정의하였고,
Pallagst(2008)은 ‘인구 감소와 구조적 위기를 유발하는 경제․산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로 정의
하였다. 그러나 축소도시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축소도시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설명은 이희연․한수경(2014)을 참고). 이 글에서는 Laursen의 개념적 정의를 따라 축소도시를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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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일본의 후쿠이현 에치젠 마을 에치젠 지구는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축소계획을 추진하였다(성은영 외, 2015: 147～151).
축소도시의 패러다임에서 지역고용정책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에서 벗어나 축소된 규모의 인구가 주로 활동하는 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
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겠다(허재완․고영구, 2015: 266～288).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지역고용정책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방소멸
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핵심적인 방향이라 판단된다.

Ⅳ. 맺음말

산업과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전환기에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고용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으로는 산업별 지역고용 지도 구
축, 산업구조조정 시나리오별 고용충격 시뮬레이션 수행, 이에 기반한 선제적 고용정책 시행,
산업성장과 고용창출을 함께 고려하는 지역산업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
응한 지역고용정책 방향으로는 소비 성향이 높고 인구재생산의 핵심이 되는 연령대에 초점을
맞춘 지역전략산업 육성, 보조금과 일자리사업 등의 지역고용정책 시행을 제안하였다. 또한 축
소도시 패러다임 속에서 생활권 단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안된 지역고용정책의 방향들은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지자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가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지역 노사간의 협력, 생활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
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고용거버넌스가 지역 구성원의 자
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화될 필요가 있겠다(이규용 외,
2014: 74～98). 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 통한 주체적
역량이 형성될 때, 앞서 제시된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차원 높은 지역거버넌스 속에서 전환기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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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노사분규 산정기준*
송 민 수**
1)

우리나라의 노사분규통계는 노사분규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하는 노동동향 보고서(일일보고)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
단위 보고)에 기초하여 생산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 간 근
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
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산정된다.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인 부분
파업 등의 경우, 혹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의 경우는 노사분규 발생건수에 산정되
지 않는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을 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여 구해진다.
노사분규 산정 기준은 나라별로 다르다. <표 1>에는 주요 국가들의 노사분규 산정기준이 나
타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사분규의 대상으로 산정하는 최소 기준(minimum threshold)을 가
지고 있는데, 그 준거가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손실일수, 지속기간, 참가자수 등이다.1) 미국의
경우, 참가자수가 1,000명 이상이고 지속기간이 한 교대조의 근로시간이나 하루 이상인 경우에
만 집계되므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노사분규는 통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영국과
독일은 지속일수 1일 이상, 참가자수 10인 이상이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도 손실일수
1일 이상이면 통계에 산정된다. 일본은 최소 기준 제한이 없고, 스페인은 지속기간 1시간 이상
이면 통계에 포함되므로 이들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노사분규가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적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손실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만 파업통계 산정에 포함한다.
노사분규 통계에 포함시키는 최소기준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분규통계는 과소추정 될 확률이
높아진다(Lyddon, 2007).

* 본고는 송민수․김정우(2014), 장기분규 사업장 특성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ong@kli.re.kr).
1) 통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기준의 준거 활용은 국가별로 다르다. 한국, 스페인 등이 지속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참가자수와 지속일수를 준거로 삼는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손실일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참가자수, 지속일수, 손실일수 모두를 준거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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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노동쟁의 산정기준 및 방법
국가

통계포함 최소기준

정치파업 동정파업
포함여부 포함여부

통계 출처 및 수집방식

한국

누계시간 8시간 이상

×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일일 노동동향
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미국

지속기간 하루 혹은 한 교대조 시간 이상이고
참가자수 1,000명 이상

×

○

언론, 사용주, 노조로부터의 보고

캐나다

지속일수 반일 이상, 참가자수 500인 이상인
경우

○

○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정서비스와 언론

영국

지속일수 1일 이상, 참가자수 10인 이상인 경
우(손실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

○

○

언론보도 정보를 사용주 및 노조에 직접 확
인

○

○

노동조사관의 보고서와 언론

○

○

사용주가 지방고용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고
지

스페인 지속기간 1시간 이상

○

○

파업을 선동하는 정당에게 관련 노동당국에
고지할 법적 의무 부과

호주

손실일수 10일 이상

○

○

노동부, 사용자, 노조, 언론에서 수집

뉴질랜드 손실일수 10일 이상

○

○

언론보고, 고용인, 고용주단체, 노동조사관
으로부터 초기정보를 얻은 후 사용주의 보
고서로 검증

○

○

도도부현 노정주관과에서 작성 후, 후생노
동성에 보고(노사 법적 고지 의무)

프랑스 손실일수 1일 이상(농업 제외)
독일

일본

지속일수 1일 이상, 참가자수 10인 이상인 경
우(손실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

없음(지속일수 반일 미만 별도 집계)

주 : 김정우(2005)를 수정․보완함.
자료 : ILO(1993), “Sources and Methods : Labour Statistics,” vol. 7. Strikes and Lockouts. 한국은 고용노동부, 일
본은 후생노동성 자료.

노사분규 통계 산정기준뿐 아니라, 통계를 수집하는 담당 기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관서, 노동위원회 등 공식 행정기관을 통해 노사분규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법적인 의무가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언론보도 내용을 주된 출처로 파악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통계의 경우, 의무적인 보고가 이루어져 상대적
으로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제 노동쟁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ILO, 1993).
사업장 내 근로조건이나 노사간 다툼과 무관한 정치파업, 다른 사업장 분쟁에 참여하는 동
정파업, 혹은 연대파업을 노사분규 통계에 포함시키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별 차이를 보
인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파업도 노사분규 통계에 포함시키
고 있다. 동정파업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노사분규 통계로 산입되고 있다.
이처럼 노사분규 통계에 대한 국가별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각국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제네바에서 열린 15차 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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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에서 “노동쟁의에 의한 파업, 직장폐쇄 및 기타 쟁의행위에 관한 통계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고, 지금까지 노사분규에 관한 국제비교는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통계는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이 포함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8시간
을 초과하는 노사분규에 대해 통계에 산정하고 있으며, 이의 보고와 집계를 국가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우리나라 노사분규 추이를 살펴봄에 있어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06년부터 노사
분규 건수 산정 기준의 단위가 바뀌었다. 2005년까지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분규 건수를 산정하
였으나 2006년부터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분규건수를 집계하고 있다. 즉 산별노조 차원의 파
업에 대해 2005년까지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수만큼 노사분규 건수를 산정해 왔으나, 2006년
부터는 예컨대 금속노조 차원의 파업이면 1건으로만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ILO
기준에 부합하고 변화된 노사관계 상황 또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6년 이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노사분쟁 추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사분규 발생건수뿐 아니라, 조
정신청 건수, 조정성립률, 파업지속일수, 근로손실일수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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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공무원인 근로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 등의
전보인사를 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

【판결요지】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ㆍ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
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하여 ○○광역시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만
큼, 위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다.”고 하고 동법 제93조 제2호는 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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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광역시지역본부 △
△구지부가 △△구청장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들이 위법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자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정
명령의 취소를 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법하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단체협약 조항은 매우 많은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조치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정한 제24조 제3항 및 순환전보에 관한 사전
협의, 사전합의 등을 정한 제35조 제2, 3, 5항, ② 조례 및 규칙의 제정에 관한 절차에의 참관
및 사전협의 등을 정한 제15조, 제38조, ③ 인원 동원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정한 제18조 제1항,
④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 및 일반직 전환 등에 관하여 정한 제21조, 제43조 제1항, ⑤ 인사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하여 정한 제37조 제1, 2항, ⑥ 다면평가 및 이에 의한 승진임용 등과
직무성과제에 관하여 정한 제39조 제1 내지 5항, 제45조 제2항, ⑦ 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협의
를 정한 제40조 제2항, ⑧ 정원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합의 및 요구 등에 관하여 정한 제44조
제3, 4항, ⑨ 감사의 방침 등에 관하여 정한 제54조 제1, 2항, ⑩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
국장의 전보인사를 할 때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정한 제10조 제3항, ⑪ 제12조 제1항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청사 내에 전용 사무실의 제공 기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
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의 제공을 정한 제12조 제1항이다.
1심 법원은 모든 조항에 관해서 시정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지만1), 원심 법원은 ① 내
지 ⑨의 조항에 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⑩ 및 ⑪의 조항에 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
하였다.2) 하지만 대상 판결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러한 심급의 경과는 단체협약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
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대상 사항의 측면에서 제
한하여 결과적으로 단체협약 체결권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의 사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⑩의
사전협의 조항에 관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된 판시를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1) 서울행정법원 2010. 4. 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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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다.”고 하면서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동항 단서이다. 단서의 문언을 역으로 이해하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3) 이로부터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이 경우
에도 기관의 본질적ㆍ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
는 제약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란 어떠한 경우인가라는 해석상의 문제가 추가로 제기된다.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취소
를 구하는 측에서는 ⑩의 사전협의 조항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점과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원심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관한 판단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원심은 “위 협약 규정은 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를 단행할 경우 조합과 사
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 임용권의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
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으
로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단체협약 전체와의 관련과 노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의 간부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
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임용권의 행사
시에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
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단체협약이 인사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교
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
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하여 ○○광역시 △△구
청장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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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의 직접 관련성
을 부정하고 인사권 행사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판결의 이와 같은 해석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첫째로, 대상 판결은 사전협의조
항이 근로조건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구지부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이
모두 전임자가 아닌 이상, 즉 일부의 선출직 임원이나 사무국장이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이들에 대한 전보인사에 관한 사전협의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서
직접 근로조건에 관련된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사전협의 조항이 조합활
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
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에 관한 기준이 근로조건과의 직접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 부정되지
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의 사전협의 조항은 조합활동에 관한
성격과 근로조건에 관한 성격을 병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이 근로
조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긍정되더라도 그것이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
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사전협의 조항은 기관의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원심 판결이 지적하고 있고 종래 대법원 판례4)에서 누차 언급된 것처럼 사전협의
는 노동조합 측에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
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기관의 임용권에 다소 제한이 있
더라도 그것이 임용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협의 조항이 임용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제한한다고 하는 평가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반 근로자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
합과 사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전혀 위법하
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공무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사
전협의 조항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 없
이 공무원의 지위를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이
다.
정영훈(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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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사 분쟁 - 삼성노동조합 사건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2015두1175 판결,
2015두1151 판결, 2015두776 판결, 2015두38917 판결 -

【판결요지】
① 2015두2895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
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이 원고
를 해고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② 2015두1175 판결, 2015두115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단위노동조합이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
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
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절차를 산업별 노동조합이 수계할 수 있다. 노
동조합 측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삼성 측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2015두776 판결[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1) ④ 2015두38917 판결[부당감급및부당노동
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
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
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근로자 측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하였지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에 대
해서는 법원에 불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가)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유출, (나) 감사업무 방해(정보유출 증거 인멸), (다) 허위사실 유포 및 사용자의 명예
실추, (라) 감사 거부(감사장 무단이탈 등), (마) 위화감 조성 및 조직융화 저해의 사유 등 5가지인바, 중노위는
부당정직 등 구제재심신청사건에서 이 중 (가), (나), (라)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2)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가) 직장질서 문란과 (나) 회사비방 및 명예훼손인데, 중노
위는 이 중 (가)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참고로, 중노위는 별건에서 ②-2 사건의 유인물배포행위 제지행
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용자 측은 이러한 결정이 나자 이 유인물 배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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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같은 날 선고된 총 다섯 개 판결의 판결요지를 소개한 것이다. 이 사건들은 삼성그룹과
그 계열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성부가 다투어진 사례이다. 삼성노동
조합은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3) 2011. 7. 11. 삼성그룹 내에 설립된 첫 노
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이 주목되었다. 위 판결내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 7. 13. 삼성노동조합 설립(조합원 약 10명)
2011. 7. 18. 삼성, 조○○ 노조 부위원장 징계해고4) ························ ① 사건(판결 ① 관련)
2011. 8. 26/27. 삼성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삼성 측 제지 ················· ②-1 사건(판결 ② 관련)
2011. 9. 9/16. 삼성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삼성 측 제지 ··················· ②-2 사건(판결 ② 관련)
2011. 11. 9. 노조원 김○○ 정직2개월 징계 ······································ ③ 사건(판결 ③ 관련)
2012. 6. 11. 삼성, 박○○ 노조위원장 감급(급여삭감) 3개월 징계5) ···· ④ 사건(판결 ④ 관련)
2012. 12. 28. 삼성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 변경
2013. 10. 14. 국회의원 심상정,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언론6) 공개
위 ①부터 ④의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그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②-1 부분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측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노사 양측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부분에 대하여 각
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각 사건을 유
형별로 분류하면 ①, ③, ④는 해고 등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고, ②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가 (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7조에 따라 2011. 6. 30.까지는 복수노조설립
이 금지되었다.
4)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임직원 개인정보유출, 매입매출전산거래원장 유출, 도난차량 운행, 직무태만, 직
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무단직장이탈 등 8가지이다.
5) 징계사유는 위 ②-2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유인물배포행위와 이 무렵 이루어진 언론보도
행위의 2가지이다.
6) jtbc, [단독] 삼성그룹 '노조 무력화 전략' 담긴 문건 입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57969 이 보도에 따르면 “110쪽 분량의 문건은 삼성
전자 등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
는 8개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한편, ① 사건의
원심법원은 이 문건에는 원고 조○○의 이름이 실명으로 직접 언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삼성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 진행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
2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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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이하에서는 이를 나누어 각 사건의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먼저 ①, ④ 사건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에 해
고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라는 두 가지 청구가 존재하는데, 이때 각 청구를 분
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는 강학상 ‘해고사유의 경합’이라는 주제로 논해지고 있다. 먼저 상기
두 가지의 쟁점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성립요건이 상이하므로 양자는 상호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법형식논리
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
을 주는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그 ‘불이익취급’의 대표적 유형이 해고나 징계라
는 점에서 당해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해고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부당노동행위
의 성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상호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불이익취
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나아가는 사용자는 항상 자신의 이러한 행위나 의사를 숨기기 위하
여 정당한 징계권행사를 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은폐의도에 고스란히 속아넘어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른바 결
정적 이유설 내지 상당이유설과 같이 양 쟁점들을 상호 연관지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시를 ① 사건의 위 판정요지와
같이 짧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
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

7) 이 이론은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도 동
시에 영향을 준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그 명목성 여부를 떠나 실재한다고 인정되
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때, 판단을 담당하는
자(법원 판사 혹은 노동위 공익위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i) 먼저,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즉 해고가 정당하지만,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
는 결론을 내리거나, (ii) 다음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에 방점을 두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부인하거나,
(iii) 끝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양정과다 혹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라고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 (i)과 같은 판단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실무에서 이 두 청구는 상호 연관되어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사건의 원심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인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직접 증명(즉, 사용자의 자백)이 불가능해 간접증명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데, 간접증명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①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ii)의 결론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은 실
정인바, 노사분쟁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문제는 이 점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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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
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
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
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등)

삼성은 이른바 ‘무노조경영’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경영방침에 대항하여 설립된 첫 노동조
합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고, 변호사, 노무사 등 기라성 같은 노무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삼성이 위
와 같은 쟁점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련 징계처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면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위와 같은 상세한 기준을 설시하였을 법도 한데, 판결문에는 모두
에 소개한 판결요지의 짧은 문구만을 언급하고 있어 의아하다. 추측컨대 그 이유는 이 사건에
서 삼성 측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쉽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심상정 의
원이 공개한 문건의 증명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소송에서 이 문건에 대해선 ‘부지’
(즉, 모르쇠)를 주장하였으나,8) 원심은 이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각주
6의 판결),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이 문건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
면 과연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떠했을까?
한편, 유인물배포를 제지한 행위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
투어진 ② 사건에서는, 소송의 당사자인 단위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
우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산별노조가 수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단위노조의 산별노조 지
부나 지회로의 조직변경은 이미 실무상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9)
이 사건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 양태를 다루고 있어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법리적으로 특이점은 없지만, 국내 제일의 기업집단인 삼성의 노동3권
8) 서울중앙지검은 2015. 1. 27. 이 문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무혐의처분 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수사재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삼성이
이 문건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 스스로 자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9) 최근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허용되는지가 논란이 된 끝에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인정하기
도 하였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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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과 대응자세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3권이 처한 현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주헌법 시행 만 30년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기업 현실에서 노동3
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이 처한 상황은 아직 겨울이 아닌가.
김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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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차별시정에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과 배액 배상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

【판결요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파견
근로자들에게는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① 파견근로관계에서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에 관한 차별시정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
하고, ② 상여금 지급도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③ 정규직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도
파견근로자에게는 달리 적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금지되는 차
별이며, ④ 중노위가 파견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전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중노위가 사용사업주에게 2배 배상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파견근로자들 8명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1월 동안 파견사업주들로부터 모베이스 회사(사
용사업주)에 파견되어 휴대폰부품 제조업무에 근로하면서 사용사업주에 고용된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
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의 상여금을 고의로 반복하여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하였다(중노위 2015. 6. 30. 판정 중앙
2015차별3-11 병합). 사업주들이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도 중노위의 재심판
정의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을 대상판결로 하여 파견근로관계에서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판결의 사건에서 중노위는 ①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에 연대하여 시정의무의 책임을 부과
하였고, ② 3배 배상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에서 2배 배상을 명령하였는데, 대상판
결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과 3배 배상 제도는 파견차별시정
절차의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의 중노위 판정과 대상판결이
주목된다.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파견법 제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 모두 금지규정의 수범자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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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34조는 근기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임금․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
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실무는, 차별금지의 시정책임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각각 사용자로서의 책임영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즉 사용사업주
는 임금차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시정절차의 피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이러한 종래의 해석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학계로부터 비판
을 받았다.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임금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
세한 파견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 파견
사업주에게만 내린 구제명령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중노위는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무상
의 해석을 변경하였다. 중노위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사용사업주가 차별행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파견
사업주들이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행정법원도 임금 등 파견사업주에게 1차적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 사용사업주에게도
차별시정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금차별의 귀책사유가 사용사업
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한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만 시정의무 및 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양쪽 모두에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 차별금지영역
대상판결 사건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았지만
파견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기본급의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 중노위 및 대상
판결은 상여금의 과소지급은 차별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명백하게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여러 처우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는지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2013년 개정 파견법 및 개정 기간제법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
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여금,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였다(파견법 제2조 제7호,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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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되는지도 다투어졌다. 파견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사용하
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중노위는 연차휴가수당이
차별금지영역인 ‘그 밖에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행정법원도 연차휴가수당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이 사건에서 차별로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지
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이므로, 파견법 및 기간제법이 규정한 차별처
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조건이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대
상판결의 사건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단가에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차별의 책임은 사용
사업주에게는 없고 파견사업주에게만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파견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사용사업주의
연 400%의 상여금은 취업규칙상으로는 경영실적 및 개인평가에 따라 개인성과 및 평가항목에
준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
로자들에게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중노위 및 행정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들에게 연 200%의 상여금만을 지급한 것은 위 파
견근로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4. 배액 배상명령
노동위원회는 문제된 차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재량적으
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배상명령에서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의 배상을 허용한다.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중노위는 수년간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은 고의성이 명백한 반복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2배액을 금전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행정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사용사업주
는 파견사업주들에게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6개월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실제로는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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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연 200% 상여금)을 전제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반복 체결하
여, 파견근로자에게 연 200%만이 지급되게 하였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고, 차별적 처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8개월의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의 사건의 중노위 판정은, 2014년에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
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이를 적용한 사례이다. 3배까지 배액이 가능한데 중노위가
2배 배상에 그친 이유는, 이 사건 이전에 파견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사용자들이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
흡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했기 때문이다.
김홍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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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6년 1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전월대비 보합)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기기(-26.0%), 기타운송장비(-10.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7.8%), 기계장비(13.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함(전월대비 0.4%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3.6%)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10.3%), 금융․
보험(5.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전월대비 0.3% 증가).

◈ 2016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2.3%)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9%) 판
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전월대비 1.2%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9.3%)에서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0.7%)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함(전월대비 3.4%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0.5%) 및 토목(-5.1%)에서 모두 줄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12.8% 증
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발전․통신, 항만․공항 등 토목(-22.7%)에서 감소하였으나 주
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82.0%)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8.3%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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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0.4%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

◈ 2017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2017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43(2015년=100)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전
월대비 0.9%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5.3%), 음
식․숙박(2.2%), 교육(1.4%) 등에서 상승한 반면, 주택․수도․전기․연료(-0.3%)는 하락함.
－ 2017년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2.63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함(전월대비 1.3%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4
0.0

-2.0

0.0 -0.9 -1.5 -0.2

0.0 -0.6 -2.1

-0.2

1.0

0.6

2.7

1.0

4.3(-0.5)

0.0

-2.2

-0.1 -1.0 -1.4 -0.4

0.1 -0.6 -1.8

-0.4

1.1

0.7

2.9

1.0

4.4(-0.4)

-2.3

-1.0

-0.2

-1.3

-0.2 -0.7 -1.3

0.8

0.3 -0.3 -1.7

-0.8

1.5

0.0

2.1

0.6

4.0( 0.6)

내수

-2.8

-1.2

-0.4

-2.6

0.2 -0.7 -0.1

1.0

1.6

0.5

0.9

1.0

0.0

3.7

1.5

6.0( 0.3)

수출

-1.7

-0.6

0.1

0.3

-0.6 -0.6 -2.5

0.5 -1.4 -1.0 -4.2

-2.8

2.0

0.0

0.1

-0.2

1.6( 1.1)

0.8

1.7

0.7

2.7

2.2

2.8

2.5

2.8

3.1

2.9

3.7

2.8

3.7

3.6

2.1

3.0

1.7( 0.3)

0.2

1.1

0.7

1.9

1.6

1.6

2.9

3.2

5.7

3.4

4.0

4.6

6.2

3.6

2.4

4.1

1.6(-1.2)

-15.4 -10.0

-4.7

5.1

4.6

8.4

5.2 10.0

1.7

6.2 -1.3

-7.1

0.8

-4.9

5.6

1.4

1.0

1.3

0.6

0.5

1.1

0.8

1.1

0.9

0.9

1.5

투자 설비투자
물가

1.1

1.6

3/4

0.7

0.5

0.8

2/4

3/4

12월p

-0.8

서비스업생산

2/4

4/4p 연간p

-0.7

소비 소비재 판매

1/4

2016

-1.8

출하

4/4

4/4 연간 12월 1/4

-1.7

제조업 생산
생산

2015

2/4

광공업 생산

3/4

연간

1/4

-1.3 10.0( 3.4)
1.0

2.0( 0.9)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
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
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7년 1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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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12.0

50.0
제조업(좌축)

서비스업(우축)

40.0

10.0

30.0

8.0

20.0
6.0
10.0
4.0
0.0
2.0
-10.0
0.0

-20.0

-2.0

-30.0

-4.0

-40.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 : 2016년 11월, 12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7. 2), 2016년 12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12.0

15년12월

16년11월p

16년12월p

10.0
8.0
6.0
4.0
2.0
0.0
-2.0
-4.0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업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체

-6.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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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106.0

104.0

102.0

100.0

98.0

96.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4.0
1
'08

4

7 10 1
'09

4

7 10 1
'10

4

7 10 1
'11

4

7 10 1
'12

4

7 10 1
'13

4

7 10 1
'14

4

7 10 1
'15

4

7 10 1

4

7 10p

'16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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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동향
◈ 취업자 증가폭 둔화세 지속
○ 2017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6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5천 명(1.0%)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108천 명(0.7%))보다 여성(157천 명(1.4%))의 증가가 두드러짐.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0.8%(361천 명)를 넘어섬.
○ 2017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2.3%)은 0.1%p 감소한 반면, 여성(50.6%)은 0.3%p 상승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월 중 취업자는 25,6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3천 명(1.0%)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105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반면, 여성은 138천 명 증가
해 기존의 증가추세를 완만히 이어감(그림 1 왼쪽 참조).
－ 여성의 취업자 증가폭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취업자 증가폭이 2016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취업자 전체 증가가 둔화추세를 보임.
○ 2017년 1월 중 고용률은 58.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0.3%p 증가한 48.7%를 기록한 반
면, 남성 고용률은 0.2%p 감소한 69.5%를 기록함.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65.5%를 기록함(그림 1 오른쪽
참조).
○ 2017년 1월 중 실업자는 1,0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 청년(15~29세) 실업률은 8.6%로 2016년 1월(9.5%)에 비해 0.9%p 감소함(그림 2 왼쪽).
－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노동시장 밖에서 더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는 영향이 반영됨.
○ 2017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9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 명(0.6%) 증가함.
－ 비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취업준비’인 경우가 83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2016년 10월 이후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오른쪽).
－ 2015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오던 ‘재학․수강’은 최근으로 올수록 빠르게 감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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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들어 2017년 1월 6천 명 감소함.
－ 한편 ‘연로’의 사유가 72천 명 증가해 ‘취업준비’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던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감소
해 감소추세를 이어감.
<표 1> 주요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취업자

15세
이상

2016

1월

1월

11월

12월

1월

43,402

42,775

43,239

43,537

43,561

43,601

(0.9)

(1.1)

(1.1)

(0.7)

(0.7)

(0.8)

27,266

26,094

26,433

27,446

27,035

26,698

2015

2016

42,513

43,017

(1.0)

(1.2)

26,536

26,913

2016

2017

(2.6)

(1.4)

(1.3)

(1.7)

(1.3)

(1.3)

(1.1)

(1.0)

25,599

25,936

26,241

25,106

25,445

26,592

26,168

25,689

(증가율)

(2.1)

(1.3)

(1.2)

(1.4)

(1.4)

(1.3)

(1.1)

(1.0)

증가수

(533)

(337)

(300)

(347)

(339)

(339)

(289)

(243)

남성

(266)

(132)

(149)

(113)

(131)

(222)

(168)

(105)

여성

(267)

(205)

(151)

(235)

(208)

(117)

(121)

(138)

참가율

62.4

62.5

62.8

61.0

61.1

63.0

62.1

61.2

남성

(74.0)

(73.8)

(73.9)

(72.7)

(72.4)

(74.0)

(73.1)

(72.3)

여성

(51.3)

(51.8)

(52.1)

(49.8)

(50.3)

(52.5)

(51.4)

(50.6)

고용률

60.2

60.3

60.5

58.7

58.8

61.1

60.1

58.9

남성

(71.3)

(71.1)

(71.1)

(69.9)

(69.7)

(71.7)

(70.8)

(69.5)

여성

(49.5)

(50.0)

(50.2)

(48.0)

(48.4)

(50.9)

(49.7)

(48.7)

실업자

937

976

1,025

988

988

854

867

1,009

실업률

3.5

3.6

3.8

3.8

3.7

3.1

3.2

3.8

남성

(3.6)

(3.7)

(3.9)

(3.8)

(3.8)

(3.1)

(3.1)

(3.8)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5∼
64세

2015

2014

(3.5)

(3.6)

(3.6)

(3.7)

(3.7)

(3.1)

(3.3)

(3.8)

15,977

16,105

16,136

16,681

16,806

16,091

16,526

16,903

(-1.5)

(0.8)

(0.4)

(0.2)

(0.7)

-(0.1)

(0.3)

(0.6)

참가율

67.8

68.3

68.7

67.3

67.7

68.9

68.5

68.0

남성

(78.6)

(78.6)

(78.9)

(78.0)

(77.9)

(79.0)

(78.5)

(78.0)

여성

(57.0)

(57.9)

(58.4)

(56.6)

(57.4)

(58.7)

(58.4)

(57.8)

고용률

65.3

65.8

66.0

64.8

65.2

66.6

66.3

65.5

남성

(75.7)

(75.7)

(75.8)

(75.1)

(75.0)

(76.5)

(76.0)

(75.0)

여성

(54.9)

(55.7)

(56.2)

(54.5)

(55.3)

(56.7)

(56.4)

(55.8)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
구)*100
자료 : 통계청(2017. 2), 2017년 1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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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룰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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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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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고 취업
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취업자 증가
○ 2017년 1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241천 명, 7.3%)과 50~59세(119천 명, 2.0%)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핵심 연령층인 20~40대는 모두 취업자가 감소함.
－ 2016년 이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60세 이상과 50대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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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그림 3 참조).
－ 한편 2016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던 25~29세가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서서 취업자 증가 둔화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30대와 40대는 지속적으로 취업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4

2015

2016

25,599
(2.1)
244
(9.1)
3,625
(1.6)
5,714
(-0.4)
6,682
(0.6)
5,845
(4.3)
3,489
(6.1)

25,936
(1.3)
245
(0.1)
3,693
(1.9)
5,676
(-0.7)
6,668
(-0.2)
5,994
(2.5)
3,661
(4.9)

26,235
(1.2)
240
(-2.0)
3,746
(1.4)
5,640
(-0.6)
6,640
(-0.4)
6,086
(1.5)
3,884
(6.1)

2015
1월
25,106
(1.4)
282
(0.2)
3,635
(0.7)
5,674
(-0.3)
6,610
(-0.4)
5,812
(3.4)
3,093
(6.0)

2016
1월
25,445
(1.4)
260
(-7.9)
3,682
(1.3)
5,684
(0.2)
6,606
(-0.1)
5,927
(2.0)
3,287
(6.3)

2016
11월
26,592
(1.3)
215
(-1.1)
3,721
(-0.4)
5,654
(-0.5)
6,670
(-0.7)
6,206
(1.9)
4,126
(8.3)

2017
1월
25,689
(1.0)
267
(2.6)
3,662
(-0.5)
5,624
(-1.1)
6,562
(-0.7)
6,046
(2.0)
3,528
(7.3)

12월
26,168
(1.1)
242
(-0.6)
3,724
(0.2)
5,655
(-0.8)
6,619
(-0.6)
6,124
(1.6)
3,804
(7.8)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2), 2017년 1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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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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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 큰 폭으로 둔화
○ 2017년 1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2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 명(0.4%) 증가해 증
가폭이 크게 둔화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6,4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0천 명(2.7%) 증가
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처음임.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증가규모는 20만 명 중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임
시근로자가 2016년 1월 대비 182천 명 감소하며 가파른 감소세를 주도함(그림 4 왼쪽).
－ 한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6년 1월 대비 105천 명 증가해 석
달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64천 명
증가해 비임금근로자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그림 4 오른쪽).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체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17시간
18∼35시간
36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4

2015

2016

25,599
(2.1)
6,857
(-0.2)
1,550
(2.7)
4,102
(-0.9)
1,205
(-1.3)
18,743
(3.0)
12,156
(3.8)
5,032
(2.9)
1,555
(-2.2)
1,177
(0.4)
2,792
(-21.2)
21,220
(6.4)
43.8

25,936
(1.3)
6,706
(-2.2)
1,581
(2.0)
3,982
(-2.9)
1,144
(-5.1)
19,230
(2.6)
12,588
(3.6)
5,086
(1.1)
1,556
(0.1)
1,222
(3.8)
2,776
(-0.6)
21,535
(1.5)
43.6

26,235
(1.2)
6,689
(-0.3)
1,561
(-1.3)
4,009
(0.7)
1,119
(-2.2)
19,546
(1.6)
12,974
(3.1)
5,104
(0.4)
1,469
(-5.6)
1,273
(4.2)
3,206
(15.5)
21,346
(-0.9)
43.0

2015
1월
25,106
(1.4)
6,391
(-1.7)
1,545
(3.1)
3,847
(-2.9)
1,000
(-4.1)
18,715
(2.5)
12,304
(2.9)
4,898
(3.0)
1,513
(-2.3)
1,280
(3.7)
2,494
(6.9)
20,655
(0.7)
43.1

2016
1월
25,445
(1.4)
6,259
(-2.1)
1,508
(-2.4)
3,800
(-1.2)
952
(-4.8)
19,186
(2.5)
12,813
(4.1)
4,917
(0.4)
1,456
(-3.7)
1,245
(-2.7)
2,614
(4.8)
20,905
(1.2)
42.9

2016
11월
12월
26,592
26,168
(1.3)
(1.1)
6,822
6,534
(2.3)
(2.2)
1,592
1,584
(2.5)
(3.2)
4,073
3,946
(2.6)
(2.8)
1,157
1,004
(1.0)
(-1.4)
19,770
19,635
(1.0)
(0.8)
13,088
13,103
(2.3)
(1.9)
5,146
5,009
(-2.8)
(-2.0)
1,536
1,522
(2.5)
(0.5)
1,260
1,322
(0.2)
(3.0)
2,594
2,616
(-2.2)
(1.0)
22,440
21,923
(1.9)
(1.1)
43.5
43.3

2017
1월
25,689
(1.0)
6,429
(2.7)
1,572
(4.3)
3,905
(2.8)
953
(0.1)
19,260
(0.4)
13,067
(2.0)
4,735
(-3.7)
1,458
(0.1)
1,316
(5.7)
2,626
(0.5)
21,125
(1.1)
42.7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2), 2017년 1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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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천 명(2.2%)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1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0천 명(1.1%) 증가하였음.
－ 특히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가 71천 명(5.7%) 증가해 증가율이 두드러짐.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하였음.
[그림 4]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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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취업자 가파른 감소세 지속
○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7개월째 지속되며 감소폭이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함.
－ 2017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에서 160천 명(-3.5%)
감소해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를 했고, 뒤이어 운수업(-37천 명)과 가구 내 고
용(-10천 명)에서 감소함(그림 5 참조).
－ 반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1월 전년동월대비 85천 명 증가
해 가장 큰 증가를 함.
－ 한편 감소세를 지속하던 도소매업이 31천 명 증가로 반전해 자영업자 증가에 영향을 주
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기존 증가추세를 이어 74천 명 증가함.
－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농림어업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어 2016년 1월 대비 9천 명 감소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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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 원료재생․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등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
가구내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

2014

2015

2016

25,599
(2.1)
1,452
(-4.5)
13
(-15.8)
4,330
(3.5)
83
(-8.3)
87
(20.1)
1,796
(2.4)
3,792
(3.6)
1,407
(-0.5)
2,098
(6.4)
714
(3.1)
837
(-3.0)
508
(4.6)
1,025
(0.3)
1,180
(0.6)
957
(-0.8)
1,807
(3.4)
1,693
(8.9)
394
(0.4)
1,299
(-1.0)
116
(-32.5)
14
(91.9)

25,936
(1.3)
1,345
(-7.4)
14
(2.3)
4,486
(3.6)
93
(12.2)
88
(0.9)
1,823
(1.5)
3,783
(-0.2)
1,409
(0.2)
2,179
(3.9)
772
(8.1)
789
(-5.8)
535
(5.3)
1,048
(2.3)
1,249
(5.8)
936
(-2.2)
1,818
(0.6)
1,770
(4.5)
424
(7.8)
1,277
(-1.7)
82
(-29.0)
18
(29.6)

26,235
(1.2)
1,286
(-4.4)
19
(38.2)
4,481
(-0.1)
89
(-3.9)
96
(9.0)
1,845
(1.2)
3,729
(-1.4)
1,412
(0.2)
2,277
(4.5)
786
(1.8)
797
(0.9)
570
(6.7)
1,102
(5.2)
1,293
(3.5)
993
(6.1)
1,846
(1.5)
1,851
(4.6)
406
(-4.3)
1,272
(-0.4)
69
(-15.6)
16
(-11.4)

2015
1월
25,106
(1.4)
983
(-9.5)
10
(-44.4)
4,421
(3.3)
86
(5.4)
87
(11.6)
1,758
(4.1)
3,872
(2.3)
1,405
(-1.8)
2,148
(3.8)
737
(6.5)
798
(-7.6)
499
(-1.5)
1,021
(-0.9)
1,198
(1.5)
827
(-5.8)
1,802
(4.4)
1,682
(10.4)
406
(2.0)
1,256
(-3.8)
95
(-26.6)
18
(72.8)

2016
1월
25,445
(1.4)
909
(-7.6)
16
67.4)
4,566
(3.3)
91
(5.3)
91
(5.1)
1,775
(1.0)
3,747
(-3.2)
1,438
(2.4)
2,229
(3.8)
781
(6.1)
799
(0.1)
563
(12.8)
1,080
(5.8)
1,238
(3.3)
867
(4.9)
1,812
(0.5)
1,714
(1.9)
390
(-4.0)
1,247
(-0.7)
76
(-19.5)
18
(-0.6)

2016
11월
26,592
(1.3)
1,368
(2.3)
21
(21.4)
4,443
(-2.2)
82
(-15.8)
99
(14.9)
1,947
(6.0)
3,717
(-0.5)
1,401
(-1.0)
2,304
(3.3)
821
(4.3)
814
(2.4)
587
(6.4)
1,107
(1.9)
1,305
(2.9)
1,026
(3.0)
1,886
(2.9)
1,909
(4.7)
423
(-0.5)
1,253
(-3.1)
64
(-13.7)
14
(-25.0)

12월
26,168
(1.1)
1,021
(-2.3)
21
(27.3)
4,437
(-2.5)
90
(-7.6)
95
(9.7)
1,932
(4.7)
3,755
(-0.6)
1,405
(-0.2)
2,322
(5.1)
799
(2.8)
800
(0.9)
587
(6.3)
1,111
(2.2)
1,298
(2.0)
977
(3.9)
1,892
(2.6)
1,872
(4.2)
429
(7.6)
1,252
(-2.9)
60
(-17.9)
14
(-23.8)

2017
1월
25,689
(1.0)
900
(-1.0)
21
(30.2)
4,406
(-3.5)
90
(-0.4)
94
(3.0)
1,860
(4.8)
3,778
(0.8)
1,401
(-2.6)
2,303
(3.3)
781
(-0.1)
792
(-0.8)
586
(4.1)
1,103
(2.1)
1,262
(2.0)
913
(5.3)
1,881
(3.8)
1,777
(3.7)
412
(5.6)
1,251
(0.4)
66
(-13.2)
13
(-29.4)

주 :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2), 2017년 1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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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4
15
16
17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120

주요 노동동향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6년 1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9천 원(4.5%↑)임.
－ 2016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380천 원)과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1,495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4.8%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정액급여증가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20.8%)
와 초과급여(6.8%)의 증가율 확대에 기인함.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
는 특별한 급여
○ 2016년 1～11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4.0% 상승함.
－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4.0%, 3.0% 상승함.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016년 들어서면서 1～2월 연속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2016년 1～11월 전년동평균대비 1.1%p 상승한 4.0%임. 이는 상용근로자 특
별급여증가폭이 컸던 영향임.
○ 2016년 11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
－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201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상승폭이 커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
－ 2016년 1～11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3.0% 상승함.

◈ 2016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3.3%
○ 2016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3%로 2015년 12월 인상률(3.7%)보다 0.4%p
하락함.
－ 2016년 1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86.7%로 전년동월보다 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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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임금총액

상용
근로자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2016

2013

2014

2015

1～11월

11월

1～11월

11월

3,111

3,190

3,300

3,246

3,062

3,375

3,199

( 3.9)

( 2.5)

( 3.5)

( 3.1)

( 2.6)

( 4.0)

( 4.5)

3,299

3,378

3,490

3,430

3,233

3,569

3,380

( 3.8)

( 2.4)

( 3.3)

( 2.9)

( 2.6)

( 4.0)

( 4.5)

2,578

2,660

2,749

2,734

2,747

2,824

2,823

( 4.4)

( 3.2)

( 3.3)

( 3.2)

( 3.8)

( 3.3)

( 2.8)

184

201

216

216

214

224

229

( 1.7)

( 9.3)

( 7.4)

( 7.9)

( 4.7)

( 3.7)

( 6.8)

537

516.4

525

480

271

520

328

( 1.8)

(-3.7)

( 1.6)

(-0.8)

(-9.4)

( 8.4)

(20.8)

1,377

1,387

1,424

1,420

1,426

1,462

1,495

( 6.5)

( 0.7)

( 2.7)

( 2.6)

( 4.2)

( 3.0)

( 4.8)

107.8

109

109.8

100.0

99.9

100.9

101.5

( 1.2)

( 1.3)

( 0.7)

( 0.7)

( 0.8)

( 0.9)

( 1.5)

2.5

1.2

2.7

2.4

1.8

3.0

2.9

실질임금증가율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2015=100.0)

20.0

7.0

15.0

6.0

10.0

5.0

5.0

4.0

0.0

3.0

-5.0

2.0

-10.0

1.0

(단위 : %, 월)
7
6
5

-15.0

4
3
2

0.0
1 3 5 7 9111 3 5 7 9111 3 5 7 9111 3 5 7 9111 3 5 7 911
12.
13.
14.
15.
16.
명목임금상승률(좌)

실질임금상승률(좌)

정액급여증가율(우)

소비자물가상승률(우)

1
3

4

5

2013년

6

7
2014년

8

9

10

2015년

11

12
계열5
2016년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
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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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8%, 5.8% 상승
○ 2016년 11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폭(1.1%)은 전년동월대비 상당히
둔화(4.1%p↓)되었지만 특별급여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39.1% 상승함.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세부내역별 변화와 차이를 보임. 중소규모
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폭(3.2%)은 전년동월대비 0.2%p 확대되었으며, 특별급여는
대규모 사업체의 상승폭보다는 저조한 7.5%로 나타남.
○ 2016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
동평균대비 각각 3.7%, 2.9% 상승함.
－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상승폭이 확대(0.2%p↑)된 반면 대규모 사
업체의 경우 둔화(0.1%p↓)된 것으로 나타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1～11월

11월

1～11월

11월

2,836( 2.6)

2,938 ( 3.6)

2,901( 3.5)

2,800( 2.8)

3,008 ( 3.7)

2,907 ( 3.8)

상용임금총액

3,008 ( 2.4)

3,110( 3.4)

3,069 ( 3.2)

2,956( 2.6)

3,185( 3.8)

3,072( 3.9)

정액급여

2,504( 2.9)

2,577 ( 2.9)

2,566( 2.9)

2,569 ( 3.0)

2,648 ( 3.2)

2,651( 3.2)

초과급여

172( 7.5)

184( 6.6)

183( 6.6)

183( 5.1)

197 ( 7.3)

202(10.3)

특별급여

332(-3.6)

349 ( 5.3)

319 ( 3.9)

204( -3.8)

340( 6.5)

220( 7.5)

비상용임금총액

1,390(-0.1)

1,434( 3.2)

1,428 ( 3.0)

1,459 ( 5.9)

1,478 ( 3.5)

1,524( 4.5)

소계

4,678 ( 5.2)

4,849 ( 3.7)

4,731( 3.0)

4,145( 0.3)

4,870( 2.9)

4,385( 5.8)

상용임금총액

4,827 ( 5.3)

5,017 ( 3.9)

4,890( 3.2)

4,313( 1.1)

5,035( 3.0)

4,555( 5.6)

정액급여

3,272( 5.8)

3,438 ( 5.1)

3,410( 4.9)

3,442( 5.2)

3,496( 2.5)

3,480( 1.1)

소계

중소
규모

대규모

2016

2014

초과급여

316(16.9)

349 (10.4)

351(12.1)

337 ( 1.7)

330(-5.8)

333(-1.1)

특별급여

1,239 ( 1.5)

1,230(-0.7)

1,129 (-3.7)

534(-19.4)

1,209 ( 7.1)

742(39.1)

1,354(11.1)

1,329 (-1.8)

1,335(-1.4)

1,162( -8.5)

1,311(-1.8)

1,250( 7.6)

비상용임금총액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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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11월 평균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8.0

90.0

7.0

70.0

6.0

50.0

5.0

30.0

4.0

10.0

3.0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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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0.0

0.0
1 3
13.

5

7

9 11 1 3
14.

5

전체

7

9 11 1 3
15.

5

7

중소규모

9 11 1 3
16.

대규모

5

7

9 11

-70.0
1 3
13.

5

7

9 11 1 3
14.

전체

5

7

9 11 1 3
15.

중소규모

5

7

9 11 1 3
16.

5

7

9 11

대규모

주 :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폭 둔
화에 기인함.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여가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6년 11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3%)이었으
며, 그다음으로 제조업(7.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
경복원업(6.5%) 순임.
－ 반면 여가관련서비스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0.7%)했으며, 출판․영상․방송통
신서비스업(1.8%), 숙박 및 음식점업(2.0%), 건설업(2.1%), 금융 및 보험업(2.5%), 교육서
비스업(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은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1~2%대
임금상승률을 보임.
－ 2016년 11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5,241천 원)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830천 원)임. 한편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7천 원)으로 나타남.
○ 2016년 1～11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1～11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2%)이었
으며, 협회․단체 및 기타서비스업(6.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4%) 부문의 임
금상승률은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6%대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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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월 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045천 원)
인 반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75천 원)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4

2015

3,190( 2.5)

광업
제조업

2016
1～11월

11월

1～11월

11월

3,300( 3.5)

3,246( 3.1)

3,062( 2.6)

3,375( 4.0)

3,199 ( 4.5)

3,480(-2.1)

3,676( 5.6)

3,672( 5.6)

3,697 ( 5.0)

3,774( 2.8)

3,876( 4.8)

3,506( 4.0)

3,617 ( 3.2)

3,532( 2.6)

3,204( 1.6)

3,683( 4.3)

3,433( 7.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54( 0.2)

5,856( 5.4)

5,588 ( 3.8)

4,573(-11.7)

6,045( 8.2)

4,830( 5.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812( 2.5)

2,945( 4.8)

2,896( 4.0)

2,809 ( 2.8)

3,067 ( 5.9)

2,992( 6.5)

건설업

2,497 ( 3.4)

2,591( 3.8)

2,577 ( 3.7)

2,541( 2.2)

2,657 ( 3.1)

2,596( 2.1)

도매 및 소매업

3,206( 1.2)

3,292( 2.7)

3,234( 2.4)

3,173( 6.3)

3,368 ( 4.1)

3,276( 3.2)

운수업

2,805( 2.7)

2,952( 5.3)

2,903( 5.3)

2,707 ( 3.2)

3,063( 5.5)

2,825( 4.3)

숙박 및 음식점업

1,785( 0.7)

1,824( 2.2)

1,817 ( 2.4)

1,829 ( 1.6)

1,875( 3.2)

1,867 ( 2.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05(-0.8)

4,012( 2.7)

3,983( 2.6)

3,982( 4.1)

4,118 ( 3.4)

4,052( 1.8)

금융 및 보험업

5,234( 3.5)

5,488 ( 4.9)

5,414( 5.1)

5,113( 2.5)

5,608 ( 3.6)

5,241(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23( 2.3)

2,478 ( 6.7)

2,458 ( 7.0)

2,390( 5.5)

2,589 ( 5.3)

2,520( 5.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19 ( 4.2)

4,561( 3.2)

4,425( 1.9)

4,205( 3.1)

4,710( 6.4)

4,490( 6.8)

사업서비스업

1,924( 2.2)

2,002( 4.1)

1,980( 3.8)

1,962( 2.8)

2,061( 4.1)

2,030( 3.5)

교육서비스업

3,375( 3.5)

3,483( 3.2)

3,501( 3.3)

3,182( 1.1)

3,571( 2.0)

3,265(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00( 1.4)

2,772( 2.7)

2,750( 3.0)

2,672( 1.3)

2,835( 3.1)

2,741( 2.6)

여가관련 서비스업

2,398 ( 3.1)

2,512( 4.7)

2,456( 4.0)

2,459 ( 7.8)

2,573( 4.8)

2,443(-0.7)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49 ( 1.0)

2,326( 3.4)

2,291( 3.1)

2,228 ( 3.7)

2,445( 6.7)

2,390( 7.3)

전산업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한 179.8시간(월력상 근로일수 0.7일 증가)
○ 2016년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0.7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6시간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7.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5시간(3.6%↑)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1.4%↓) 감
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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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1월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0% 감소한 170.3시간(근로일
수 0.2일↓)임.
○ 2016년 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
균대비 각각 3.4%, 2.9% 증가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11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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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4

2015

172.0( -0.8)
178.3( -0.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6.0( -1.1)

전체 근로시간
상용 총근로시간
중소
규모

2016
1～11월

11월

1～11월

11월

173.2( 0.7)

172.6( 0.9)

175.0( 3.1)

171.2( -0.8)

180.9 ( 3.4)

179.6( 0.7)

178.9 ( 0.8)

181.6( 3.2)

177.7 ( -0.7)

188.6( 3.9)
175.9 ( 3.7)

167.4( 0.8)

166.7 ( 0.9)

169.6( 3.5)

165.3( -0.8)

12.2( 3.4)

12.2( 0.0)

12.2( 0.0)

12.0( 0.0)

12.4( 1.6)

12.8 ( 6.7)

119.3( -3.7)

117.5(-1.5)

117.0(-1.5)

118.3( 1.7)

115.3( -1.5)

116.0(-1.9)

168.9 ( -0.6)

169.7 ( 0.5)

169.3( 0.5)

170.7 ( 2.8)

166.4( -1.7)

175.6( 2.9)

172.2( -0.2)

173.7 ( 0.9)

173.1( 0.9)

176.1( 3.4)

170.1( -1.7)

180.9 ( 2.7)

대규모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6.6( -0.6)

상용 초과근로시간
비상용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
상용 총근로시간

158.3( 1.1)

157.6( 1.0)

161.9 ( 4.7)

156.3( -0.8)

167.5( 3.5)

상용 초과근로시간

15.6( 4.7)

15.4(-1.3)

15.5(-0.6)

14.3(-8.3)

13.8 (-11.0)

13.4(-6.3)

비상용근로시간

93.8 (-12.9)

86.9 (-7.4)

87.9 (-7.1)

74.3(-2.4)

86.3( -1.8)

77.1( 3.8)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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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만 감소함.
－ 2016년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규모 사업체는 전년동평균대비
0.8% 감소한 171.2시간, 대규모 사업체는 1.7% 감소한 166.4시간임.
○ 2016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증가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광업(6.5%)이었으며, 다음으로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5.1%), 금융 및 보험업(5.0%)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8.6시간)이었으며 그다음은 제조업(196.0시간)이었던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4

2015

1～11월

11월

1～11월

11월

171.4(-0.7)

172.6( 0.7)

172.0( 0.8)

174.2( 3.1)

170.3(-1.0)

179.8 ( 3.2)

광업

179.4(-0.7)

179.2(-0.1)

178.7 ( 0.1)

178.0( 0.5)

177.9 (-0.4)

189.6( 6.5)

제조업

185.4( 0.2)

186.3( 0.5)

185.7 ( 0.6)

188.4( 2.9)

183.6(-1.1)

196.0(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5(-1.7)

170.8 ( 0.2)

170.2( 0.2)

171.8 (-1.2)

166.6(-2.1)

176.9 ( 3.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 (-2.3)

177.8 ( 0.0)

177.1(-0.1)

176.8 ( 2.0)

176.2(-0.5)

185.8 ( 5.1)

건설업

148.5(-2.8)

147.4(-0.7)

146.9 (-0.7)

147.2( 1.5)

145.2(-1.2)

148.7 ( 1.0)

도매 및 소매업

172.3(-0.6)

172.9 ( 0.3)

172.2( 0.5)

173.9 ( 2.7)

170.6(-0.9)

180.1( 3.6)

운수업

173.1(-2.6)

173.9 ( 0.5)

173.3( 0.5)

174.7 ( 2.1)

171.7 (-0.9)

177.9 ( 1.8)

숙박 및 음식점업

175.2(-1.2)

175.3( 0.1)

175.0( 0.3)

177.2( 0.9)

171.6(-1.9)

178.3( 0.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1.9 (-0.7)

164.3( 1.5)

163.8 ( 1.5)

166.8 ( 6.1)

162.5(-0.8)

173.6( 4.1)

금융 및 보험업

163.4( 0.4)

164.3( 0.6)

163.6( 0.6)

165.5( 3.4)

162.0(-1.0)

173.7 ( 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0.1(-0.7)

192.8 ( 1.4)

192.1( 1.5)

194.3( 2.4)

190.4(-0.9)

198.6( 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3(-0.4)

164.9 ( 1.0)

164.2( 1.1)

168.0( 3.8)

162.5(-1.0)

175.0( 4.2)

사업서비스업

171.9 (-0.2)

173.2( 0.8)

172.4( 0.8)

176.4( 4.0)

170.7 (-1.0)

181.0( 2.6)

교육서비스업

152( 0.9)

151.5(-0.3)

151.2(-0.1)

149.8 ( 1.6)

148.0(-2.1)

154.1(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9.6(-1.4)

171.5( 1.1)

170.8 ( 1.2)

172.8 ( 3.1)

168.9 (-1.1)

177.8 ( 2.9)

여가관련서비스업

158.9 ( 0.6)

160.6( 1.1)

160.1( 1.1)

160.6( 2.1)

159.2(-0.6)

165.8 ( 3.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9 (-2.7)

163.7 ( 0.5)

163.0( 0.4)

165.2( 3.6)

162.8 (-0.1)

171.2( 3.6)

전산업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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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건설업(148.7시간)임.
○ 2016년 1～11월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함.
－ 근로일수도 0.2일 감소함.
－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1%)과 교
육서비스업(-2.1%)이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0.4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2시간)임.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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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17년 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50건
－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47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2017년 1월 조정성립률 68.8%
－ 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71.0%에 비해 2.2%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2017. 1

50

2016. 1

47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7

0

5

13

68.8

7

2

4

10

71.0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37

22

10

12

10

3

37

22

6

16

9

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17년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2,450건
－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828건)보다 378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6.1%(148건), 기각․각하․취하․
화해 비율이 84%(774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처리내역

접수
건수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 1

2,450

922

138

10

138

64

358

214

1,528

2016. 1

2,828

945

122

30

157

52

376

208

1,883

진행중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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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2월 10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근
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에 해당한
다고 판결함.
－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와 제2민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각각 기아
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
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함.
－ 서울고법은 이날 현대․기아차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
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회사는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컨베이어벨
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범주에 포함시켰음.
○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 기준들에1) 비춰 봤을 때, 재판부는 현
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법원은 “사내협력업체가 작업내용․작업인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독자적인 결
정권한이 없고 현대차가 구체적인 작업지시와 감독을 했다”며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가 이뤄졌다고 보았음.
－ 또한,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거나 고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태
도 파악했다”고 설명함.
○ 현대차그룹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결과
별개로 회사는 기존 노사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7.6%
○ 한국노총이 올해 월 고정임금총액 기준으로 7.6%(요구 금액 -25만 7,860원) 임금인상을 요구
하고,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17.1%로 정하였음.
1) 재판부는 파견여부를 파견법상 파견인지 판단하는 요소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하청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와 사내하청업의 △근로
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독립적 기술조직․설
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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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2017년 2월 15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음.
－ 한국노총은 3인가구와 4인가구 생계비를 각각 445만 2,672원, 509만 9,186원으로 제시하
였고, 여기에 통계청이 밝힌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3.23명)와 한국은행 물가상
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해 7.6% 임금인상률을 산출하였음.
－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율과 관련해 “2017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구원수 3.23명의
표준생계비는 413만 1,459원이지만 2016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337만 7,824원)과 차
이가 있다”며 “일시에 임금인상이 힘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의 88%인 363만 5,684원을
기준으로 25만 7,86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또한, 한국노총은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151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49.2%에 불과하다”
며 “17.1%(금액 25만 7,860원)를 올리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3%로 개선된
다”고 밝혔음.

◈ 한국지엠, 노․사 간부 채용비리 사건 이후 변화
○ 한국지엠 부평공장 채용․납품비리는 노․사 간부들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생산직 사원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고, 납품업체 선정을 이유로 현금을 받은 사건임.
－ 한국지엠은 하도급업체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이 결원되면 매년 40∼110명씩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발탁채용을 하고 있음.
－ 사측 간부들은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돈을 받고 생산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
라는 청탁을 받으면 전략담당 인력관리팀에 지시, 성적과 면접 점수를 조작해 정규직으
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들 간부는 노조원들을 주기 위한 선물세트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음.
○ 이번 채용비리 사건으로 인해 한국지엠은 사내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임직원들을
엄하게 징계하고 생산직 채용 절차를 수정하기로 함.
－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은 2017년 2월 22일 “회사는 일부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연루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기존에 채용과 노사관계 업무를 동시에 맡아 왔던 노사부문 업무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생산직 직원채용 업무를 기존의 노사부문에서 인사부문으로 이관해 채용과
노사관계 업무를 이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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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제25대 임원 선거에서 임한택 후보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힘.
－ 지부 임원선거는 비정규직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일찍 치러
졌음.
－ 결선 투표에서는 노조원 1만 3,556명 가운데 1만 1,888명이 참여해 87.7%의 투표율을 기
록했고, 그 가운데 임한택 후보가 55.5%를 득표하여 당선됨.
－ 임한택 당선자는 “내부 비리 문제로 조기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지엠 모든 세력들과 함께 노조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함.

◈ 조선소 노조, 구조조정과 수주절벽에 정부의 대책 요구
○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대책회의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
종훈 무소속 의원은 2017년 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일방적 구조조
정 중단과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촉구함.
－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며 2016년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난 근로자는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2천여 명,
삼성중공업이 1천800여 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예고한 상태임.
<표 3> 주요 조선소 구조조정 현황 및 예상2)
2014년 말 ～ 2016년
직영( 원청)

2017년( 예정)

사내하청

직영( 원청)

사내하청

희망퇴직/분사/
강제전출

정리해고 : 1만 4천 명
(업체폐업/계약해지)

회사분할

정리해고 : 1만 200명
(업체폐업/계약해지)

희망퇴직

정리해고 : 1만 명

희망퇴직

정리해고 : 1만 명

삼성중공업

희망퇴직

변동 없음

희망퇴직

정리해고 : 1만 명

STX조선

희망퇴직

정리해고 : 1천500명

희망퇴직/휴업

업체폐업․계약해지
다수 예상

성동조선
중소형 SPP조선
조선소
대한조선

희망퇴직

정리해고 : 2천 명

6월 물량고갈 예정

현대중공업
대형
조선소 대우조선

-

3월 물량고갈 예정
4월 물량고갈 예정

신아SB

폐업

21세기 조선

폐업

자료 : 조선업종노조연대.

2)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들 "총고용 보장 노사정 협의체 구성하자｣(2017. 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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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2016년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 2만 4천여 명이
업체폐업과 계약해지 되었음.
○ 노동계는 조선업 원․하청 총고용 보장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함.
－ 이들은 ▴조선소가 벌어들인 이윤과 사내유보금을 원‧하청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투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도입 ▴통계조
차 잡히지 않는 하청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한 대책과 직접고용 늘리는 방안 마련 ▴
줄도산을 앞두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마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함.
－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금속노조 부위원장)는 "조선산업이 망하면 철강산업
이 망하고, 철강 이후에는 한국 제조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형조선소 지원과 노동자 총고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 대우조선해양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거제통영고
성조선하청지회 등 조선소 원․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금융위원회․산업은
행 앞에서 구조조정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음.

◈ 고용부, 2만 개 산재취약사업장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산재취약 사업장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힘.
－ 안전보건 감독은 2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함.
○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2016
년 33% → 2017년 43%),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500개 현장
을 대상으로 감독을,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비계 설치 또는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임.
○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
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
설현장을 일제 감독하고, 나아가 본사까지 감독을 확대키로 함.
－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감독과 함께 지역별 산업재해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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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지방관서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감독 시에는 사업장 1회 방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에 걸친 종합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 감독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 있는 감독을
추진할 계획임.
－ 감독결과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병
행함.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실시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2월 20일
(월)부터 24일(금)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
검’을 실시함.
－ 이번 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피씨(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3.0’ 개방․공유․소통의 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함.
○ 이번 점검에서는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둘 예정임.
－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6,470
원/시간)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
항을 집중 점검함.
－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함.
○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
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함.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
터’(☎ 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정재우,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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