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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논의 :
과거, 현재, 그리고 정책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남녀 평균임금의 차이-는 국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의 평균임금보다 높은 현
상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과거 사회에
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남녀의 직업이 분리되는 경향이 강
했으며, 육체노동에서는 성별로 생산성의 격차가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존재하였을 수 있다
(Welch, 2000). 이에 성별 임금격차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또한 과거에는 대부
분의 국가에서 남성이 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벌어오는 역할을 도맡고, 여성은 가사를 맡
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가구소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인 1인 벌이 모형, 혹
은 1.5인 벌이 모형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육체노동이 요구되지 않는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
는 경제로 변화해감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
고, 점차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에 따라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여성에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injustice)하다고 여겨지는 인식이 생겨났
다. 이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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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는 1970~80년대에 노동시장 차별금지 관련 법 도입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일부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더욱 진보된 차별금지와 형평임금을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확산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탄생하였는데, 초기의
논점은 성별 임금격차 유발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
가 축적되어 학계에서는 남녀의 교육수준 격차, 남성이 노동시장에 더욱 집중하며 여성은 가
사와 돌봄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담당하는 형태의 가사분업, 그로 인한 경력단절 빈도
와 근로시간 격차, 직종분리 현상, 그리고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직접적인 성차별이 성별 임
금격차 유발요인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Blau and Kahn, 1997; Black and Juhn, 2000;
Greenwood and Gunner, 2008 등). 반면 각 요인에서 성별 격차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
하여 유발되는 격차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성차별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것은 최근에서야 활
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 유발요인 자체가 성별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
는 관점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시장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별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임금격차가 일반적으로 감소하여 이것이 여성의 시간제근로 선택 혹은
초과근로 기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정책개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게 된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내생
적 선택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에도 관측 가능한 요인들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므로 노동시장 성차별의 가능성을 고려한 차별
금지법이 도입되고 강화되어 왔다.
본호 기획특집에 실린 영국의 경우와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직
접적인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일부 개정하는 정도의 정책개입을 해왔다. 영국은 1975년에 이미 남성과 ‘동일
한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한 동일임금 관련법(equal pay
legislation)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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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는 부담을 개인 근로자에게 맡겨 왔으므로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2010
년에 들어서 성별 임금격차보고 규정(Equality Act 2010-Gender Pay gap information
regulation)을 추가하여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차이를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사
업체의 의무로 부여하고 이전 동일임금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성별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요소들은 노동시장 성차별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
는 후자의 관점은 이보다 진보적이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성별 임금격차의 큰 부분을 설명하는 요소인 직종분리 현상에서,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가치
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에서는 성별 임
금 분포를 정부와 기업 구성원에게 자세히 공개하는 임금공시제에 더해 남성 중심적인 직무
의 가치평가를 성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동일가치노동을 평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
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실행되었다.
벨기에에서는, 정부가 산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에 대하여 성중립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상시고용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2년마다 성별 임금격차
에 관해 집중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를 기업 내 노사협
의체(works council)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금정보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제정된 임금격차법(Pay Gap Act)은 기업의 노사협의체가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내 직무 간 ‘동일가치노동’ 및 동일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성중립적 임금
체계 반영을 위한 시정 계획을 세우며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는 의무
를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평가 잣대만으로는 여성 다수의 직업
이 직업과 일의 가치를 저평가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동일한 관점으로 형평임금
법(Pay Equity Act)을 1987년에 도입하였다. 형평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
는 온타리오주 내 기업의 고용주는 직무평가를 성중립적으로 하며 동일가치 직무에 대해 동
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부류의 정책(이하 ‘임금공시제도’)들은 1차적으
로 기업 내의 구성원 간에 임금격차를 공포하여 노동자 개개인이 기업의 임금격차 구조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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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여 기업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도입된다. 그러나 임금공시제도는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을 노사협의체에 일임하는 형태로 수립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조직여부, 노조의 협상력, 기업규모에 따라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다. 또한 성중
립적인 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을 평가하더라도 만약 여성이 다수인 일자리 및 일의 특성이
성중립적인 기준하에서도 기술수준, 근로강도 등이 낮은 경우가 잦다면, 이러한 정책도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Macpherson and Hirsh, 1995).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에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별 임금격차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조사된 모든 기간에서 변하지 않았으며, 2위에 해당하는 국가와
큰 격차를 유지하며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고용, 승진, 직업훈련,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로 차별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2007
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차별에 대
해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존재하더라도 임금 및 채용에서 성차별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차별을 규명하
는 부담을 (잠정적)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임금차별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데, 2018년 12월에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공시와 임원임명에서
양성평등 목표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임금정보 공개는 기업의 원가정보가 일부 공개되는 사
안이므로 경영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법개정과 추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에는 상
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호 특집으로 실린 우리보다 앞서 성별
임금공시제와 형평임금제도를 도입한 벨기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영국의 사례는 국내 유사
정책 도입의 방법과 예상효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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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Special Feature

영국의 성별 임금격차 보고
Rachel Horton (영국 리딩대학교 법대 교수)

■ 배경
2017년 4월 사용자에게 조직 내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의무를 부과한 2010년 평등법(성별
임금격차 정보) 규정(Equality Act 2010(Gender Pay Gap Information) Regulations)(이하
‘규정’)이 발효되었다. 영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현재 전일제 근로자 기준 8.6%, 전체 근로자
기준 17.9%1)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6년 총리 취임 연설 당시 이를 ‘심각한 불공정
(burning injustices)’의 하나로 꼽았으며, 뒤이어 ‘한 세대 내에 성별 임금격차를 완전히 해소
하겠다는 야심찬 취지’로 2010년 평등법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 보고 의무가 도입되었다.2)
영국에는 1975년부터 동일임금 관련법(equal pay legislation)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관련
법은 2010년 평등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없는 한 유사 업무 또는 동일가치 업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40여 년 전에 이러한 방안들이 처음 도입되면서 이후로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2017년 영국노총(TUC)은 사용자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추가 압력이 가해지지 않
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ONS, October 2018).
2) Government Equalities Office(GEO), Closing the Gender Pay Gap: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GEO 2016) a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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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는 여러 복잡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한 가지 원인이
전체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동일임금과
관련된 현행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성별 임금격차의 단지 부분적 원인에 불과한 것
으로 파악된다. 또한 직종 및 업종별 분화가 임금격차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
지만, 이와 관련하여서 개별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8월 성별 임금격차 보고 검토보고서에서, 영국 의회 기업·에너지·산업전략위
원회(UK Parliamentary Committe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위
원회)는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서 적어도 그 원인의 일부를 기업 및 조직의 관행, 정책 및 문화
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3)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보고 의무는 ‘인식 고취를 위한 도
구로서 임금 투명성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조직 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내부 정책과 관행이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의 범위를 탐색하게 함’으로써, 성
과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4)
이 규정은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7년에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재차 기울이던 시기에 채택되었다.5) 2017년
에 발표된 실행계획은 초기에는 ‘2014년 권고(Recommendation of 2014)’를 통해 각 회원
국에 임금 투명성과 관련하여 자발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지금까지 회원국들
이 취한 조치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EU집행위원회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다양한 제안의 일환으로 회원국에 성별 임금격차 보고를 포함한 임금 투명성 의
무 조치들을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3) House of Commons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Committee Gender Pay Gap
Reporting (HC 928, 2 August 2018). All references to the BEIS Committee are to this report.
4)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Equality Act 2010(Gender Pay Gap Information) Regulations
2017 2017 No. 172 at 7.3.
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U Action Plan 2017-2019 Tackling the gender pay
gap COM/2017/0678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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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임금격차 정보 규정
이 규정은 근로자 250인 이상의 민간 및 비영리 부문 조직에 적용된다. 공공부문 조직은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촉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공공부문 조직의 광범위한 의
무의 일환으로 2010년 평등법에 의한 2017년 (특정 업무 및 공공당국) 보고 규정(Equality
Act(2010)(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porting Regulations 2017)에 따라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관련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규정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 남성 및 여성 근로자 시급의 평균(mean) 및 중앙값(median)의 차이
- 지난 12개월간 남성 및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 및 중앙값의 차이
- 지난 12개월간 상여금이 지급된 남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중
- 임금분포 4분위의 각 분위별 남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중
매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자 또는 담당 근로자가 그 정
확성을 확인하여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직의 웹사이트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
한 정부 웹사이트 두 곳 모두에 4월 5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6)
이 규정의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다. 정부는 집행이 국가 평등기구이
며 독립적인 법적 공공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조직들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규정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부문 조직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다. 이 규정에는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
한 명시적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7년 규정은 2010년 평등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EHRC는 2010년 평등법 조항들을 집행할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집행권을 지닐 수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그러한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며 이에 대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HRC는 규정의 집행을 EHRC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행방안을

6) https://gender-pay-gap.servic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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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정책을 발표하여 왔다.7) 집행과 관련하여 EHRC가 지니는 모든 권한은 구체적으로 이
규정이 아니라 2010년 평등법에 따른 권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들은 단순한
자료 제공 의무를 집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는 아니다. 현 상태로 EHRC는 사용자 조사 시 유의
사항(terms of reference)에 대한 합의, 조사 보고서 제출 및 답변, 이행 및 감시계획 합의, 그
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강행과 같은 여러 형식적 절차를 포함하
는 장시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평등법하에서 다른 형태의 차별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시한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 그만큼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EHRC의 현행 집행 권
한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한 의미 있는 억제책으로 작용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BEIS 위원회는 EHRC에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
하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집행방식을 변경토록 권고하였다.8)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
로 단순히 주어진 기한 내에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은 분명히 더 어렵고 비용 및 노동 집약적인 문제이다.

■ 성별 임금격차 첫 보고
성별 임금격차 첫 보고의 기한은 2018년 4월 4일이었다. 첫 보고에 의한 통계자료는 국가
통계청에 의해 월별 작성 및 발표된 성별 임금격차 통계에 의한 자료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기업의 3/4 이상(77%)이 남성의 임금 중앙값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반면, 14%는 여성의
임금 중앙값이 더 높았으며, 9%는 임금 중앙값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9)
전반적으로 보고 의무의 이행 성적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10,528개 기업의 사용자가
7)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Closing the gap: Enforcing the gender pay gap
regulations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March 2018).
8) Note 3, above, at para. 21.
9)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Closing the gender pay gap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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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약 8%는 최초 기한을 넘겨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EHRC는 보고 의무를 지닌 모든 사용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보고하였다. 대부
분의 조직들은 보고 마감일에서야 비로소 이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BEIS 위원회는 당일
까지도 보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적어도 부분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EHRC가 집행 및 제재 관련 내용을 기한을 겨우 2주 남겨 두고 발표하
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의 약 35%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차
후 보고하였으며,10) BEIS 위원회가 입수한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적어도 부분적으
로 조직 내에서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한 규정에 대한 설명
과 그에 따른 지침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고된 통계자료 일부의 부정확
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BEIS 위원회는 향후 관련 사안들을 명확히 하고
보고 절차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발적 보고 시기와 비교하면 성별 임금격차 보고 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2011년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하라(Think, Act, Report)’는 제
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에 이 제도에 참여하여 기업의 성평등 증진과 관련해서 개선에 관한 정
보를 공표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매우 적어서, 약 300개
의 기업만이 이 제도에 등록하였으며 최근에 TUC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5개 기업만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그쳤다.11)

10)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nder Pay Gap Information Regulations: summary of 2017/8
data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October 2018)
11) Roache, Q. Why a light touch approach to the disability pay gap fails disabled workers (TUC,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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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BEIS 위원회는 2018년 8월 성별 임금격차 보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변화를 위한 여러
권고 사항을 제시한 후에, 이 규정이 지니는 실효성과 성별 임금격차의 의미 있는 개선에 기
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이 규정이 사용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된 연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위와 사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되
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은 가장 먼저 규정이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된
다. 규정을 실시하기 전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적용범위 제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소규모 기업에 추가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
고, 둘째, 소규모 기업에 임금 관련 자료 공표를 요구하게 되면 개별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위
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다.12)
그러나 입증된 바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는 근로자 250인 미만 기업, 즉 규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다른 중요한 공식국가 성별 임금격차 자료로 영
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의 ‘근로시간 및 소득 연례 통계조사(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가 있는데, 영국 전체 일자리에 대해서 여성 및 남성의 시
간당 소득 중앙값의 백분율 차이로 성별 임금격차를 측정한다. 이 조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예상되었던 바와 같
이 동 기간에 대한 ONS 자료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전체 중앙값 차이는 해당 ONS 수치
보다 ‘작다’. 그 이유는 ONS 자료에 근로자 250인 미만 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이며, ONS가 기업 규모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 임금격차는 근로자

10~250인 기업에서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 250인 미만 기업의 사
용자들에게도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BEIS 위원회는 정부에 더 ’의욕적으로’ 규정을 250인 미만의 기업들에도 확대 적용하되, 소

12)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Closing the Gender Pay Gap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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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규정에 대한 두 번째 비판 내용은, 현재 사용자들이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사이
의 임금 및 상여금 차이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상
대적으로 낮은 점이 일반적으로 성별 임금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것이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약 40%가 시간제 근로
에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 남성이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13%이다.13) 시간제 근로
는 임금이 낮은 업종 및 업무에서 매우 손쉽게 이용된다. 탄력적 근무를 필요로 하거나 희망
하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지위와 더 높은 보수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며, 입증된
바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는 승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14) 따라서 바로 이 지점이 성
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기존 정책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전일
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이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들이 그러한 임금 격차의 원인
에 대해 성찰하고, 특히 기업 내에서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높은 보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BEIS 위원회 보고서에
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간제 근로를 전일제 근로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거나 낮은 소속감의
징표로 보는 문화가 기업 내에 확산되어 있다면 —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반드시 그러한
문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15)
규정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비판은 이 규정이 사용자들이 보고하는 통계에 대한 서
술형 보고나 그러한 통계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목표를 제시하
도록 강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공공기업들의 경우에는 — 구체적인 성별 임금 보
고 요건들에 더하여 — 성평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광범위한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 내 성별 임금격차의 여러 원인들에 대해 숙고하여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사용
자들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임금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사용자들의 시정 조치를 촉발할 수 있
13) McGuiness,

F and Pyper, D The Gender Pay Gap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7060, 8 November 2018).
14) See, e.g. Lyonette, C, Baldauf, B and Behle, H Quality Part Time Work: A Review of the
Evidence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0).
15) Note 3, above, at par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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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EIS 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서술형 보고와 목표를 설
정한 실행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면, 많은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하는
통계 수치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정부 평등사무소(Government Equalities Office)에 따르면, 사용자의 약 절반이 이 규정에
따라 자료를 공개한 후에 자발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EHRC가 공개된
내용을 일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 5개 중 1개의 기업(주로 대기업)만이 명확한 목표
와 일정을 갖춘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채용 및 승진 관련 조치, 탄력근무 활용 개선
방안, 육아휴직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EHRC는 사용자들에게 조직 내 성별
임금격차의 근본적 원인들을 파악하는 서술형 보고뿐만 아니라 그러한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용자의 결의를 공
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제시를 강제하는 법적의무를 도입할 것을 촉
구하여 왔다.16)
따라서 이 규정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여러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BEIS 위원회나 EHRC의 제안
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률의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는 바람직하며, 특히 임금격차 보고 의
무가 사용자의 인식, 태도 및 직장 내 정책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온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현재 임금격차 보고 의무를 확대하여 출신민족17)과, 아마도 장애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하다.

16) Note 9, above, at p.15.
17)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Ethnicity Pay Reporting; Government
Consultation (BEIS,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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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Special Feature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형평임금법 :
성별 임금격차는 해소되었는가?
Judy Fudge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도입
여성과 남성의 근로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채용 및 임금관행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 외에
도 학력, 근무경력, 근로시간, 노조조직률, 가정 및 가사 책임에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 나타
나는 여러 요인들이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임금 관련법(equal pay
legislation)은 조직 내 임금관행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라는 요인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를 제
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초기 형태의 동일임금 관련법은 고용주에게 남성과 동일한 직무
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문제점
은, 역사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으
로 여성이 수행해 온 업무가 대체로 과소평가되고 그에 따라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는 데에 있다. 동일가치노동 또는 유사한 가치의 직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or comparable worth legislation)은 남성과 여성이 서
로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이 법에 의해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의 직무에 부여된 가치를 분석, 평가하여 두 직무가 다르더라도 그 가치가 동일하
다면 두 직무에 종사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의 임금형평운동 또는 비교가치노동운동을 통해, ‘직무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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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적자본의 특성을 설명하는 직무능력(skill)에 대한 관례적인 개념들에 깊이 내재된 성
적 편견이 폭로’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여성과 소수자들이 수행해 온 업무와 관련해서 과거에
는 눈에 띄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한 직무능력’이지만 보상의 가치가 있는 직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등장했다(Steinberg, 1990: 453).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
주에서 1987년에 제정된 형평임금법(Pay Equity Act)1)은 바로 이러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Canada, 2004: 50).2)
이 법은 다음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진보적인 동일임금법으
로 인정 받고 있다(Armstrong and Cornish, 1997; Gunderson, 2002; McDonald and
Thornton, 1998). 첫째, 이 법은 민간 및 공공부문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의신청에 근거
한 방식보다는 사전시정 의무를 채택하여, 고용주에게 임금관행이 성차별적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 성차별적인 경우 임금을 조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 셋째,
특정 업종과 특정 고용주에 대해서는 조직 내 각 여성 직무의 임금을 남성 비교기준과 비교
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규모가 큰 기업 내에서는 일정 범위의 남성 및 여성 직무들에서 임금
비교 시 ‘비례가치법’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대규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리비교법’을 사
용하여 타 기관 남성 및 여성의 직무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부연설명함).
온타리오주의 형평임금법이 1988년 1월 1일 발효된 이후로 30여 년이 경과되었다. 그렇
다면, 이 혁신적인 법은 사용자의 임금관행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라는 요인에 의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이 글에서는 형평임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온타리
오주의 성별 임금격차 통계를 요약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교훈들을 살펴봄으
로써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자율적 관리 절차(self-managed process)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평임금법에 따라 설립된 ‘형평임금사무소(Pay Equity Office)’는 법 이행을 강제하
1)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equity는 공평 또는 공정으로 번역되나 Pay Equity Act는 기존에 형평임금법
으로 번역되어 이를 따름.

2) Pay Equity Act, RSO 1990, c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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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 내 성별 임금격차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형평임금법의 내용
형평임금법의 목적은 여성지배적 직군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지급되는 보상에
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결하는 데 있다.3)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여성지배적 직
무와 남성지배적 직무를 비교하여 임금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비차별적 방식을 활용하여 직
무평가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 고용주와 노조는 유연하
고 자율적으로 설계된 형평임금 절차(pay equity process)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에 ‘형평임금위원회(Pay Equity Commission)’를 설치하
여 위원회가 형평임금사무소를 통해 기술적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고 형평임금청문심판소
(Hearing Tribunal)를 통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형평임금법은 근로자 10인 이상 모든 고용주에게 사업체(workplace)에 형평임금계획(pay
equity plan)을 게시하고 각 사업장(establishment)의 모든 여성지배적 직무에 대해 형평임
금을 실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형평임금계획서에는 각 고용주의 보상정책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고용주가 취하는 단계적 조치들이 포함된다.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노조가 교섭하는
경우, 고용주와 노조는 형평임금계획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노조가 없는 경
우, 고용주가 근로자들과 형평임금계획을 협의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는 게시된 계획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에 반대하는 경우 형평임금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형평임금법에 따른 형평임금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근로자 10
인 이상의 고용주는 남성지배적 직군과 여성지배적 직군을 파악하여야 한다. 형평임금법에
의하면,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를 남성지배적 직군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중
이 60% 이상인 경우를 여성지배적 직군으로 정의한다. 둘째, 고용주는 직무를 평가하기 위해
‘성중립적’ 직무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형평임금법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명시되

3) 이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Ontario Pay Equity Commission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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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으며, 단지 주요 평가요소로 기술, 책임감, 노력,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 셋째, 사업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 단위에서 ‘사업장’별로 남성 또는 여성지배적 직
군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비교한다. 이는 임금과 직무평가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이 단계에서 고용주는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연공서열, 성
과급, 노조교섭력, 직무능력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차이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 이렇
게 인정된 예외는 ‘형평임금이 시장경제의 논리(예를 들어, 성과, 노동력 부족, 한시적 훈련)
또는 단체교섭(예를 들어, 연공서열, 교섭력)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Gunderson, 2002: 125). 넷째, 고용주는 차별적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정해진 시
한 내에 여성지배적 직무의 임금을 조정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형평임금법은 전년
도 임금총액의 1%를 형평임금 실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평임금법 발효 이후에
설립된 기업에는 단계적 도입기간(phase-in period)이 부여되지 않으며 사업 개시와 동시에
형평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는 형평임금이 보장되는 보상 관행을 유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형평임금은, 예를 들어 단체교섭 시 또는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시에
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의무다.
초기에 형평임금법은 동일한 가치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남성직군이 있는 여성직군에 근무
하는 여성들에게만 형평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이 지니는 문제점은, 직접
비교가 가능한 기준이 없는 여성지배적인 직군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형평
임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이었다. 대규모 공공기관에는 남성직군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적
지 않았고, 실제로 형평임금법의 시행 후 첫 5년 동안 남성 비교집단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부
문 조직의 31.5%와 민간부문 조직의 27.5%에서 형평임금 지급을 위한 어떠한 임금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Gunderson, 2002: 120).

1993년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정부는 ‘비례가치법(proportional value method)’을
허용하고 대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대리비교법(proxy method of comparison)’을 실시하
기 위해 형평임금법을 개정하였다(Gunderson, 2002: 124; Singh and Peng, 2010: 577-

578). 비례가치법은 해당 사업장 내에 비교 가능한 남성직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
다. 이 방법은 남성직군의 보상과 업무수행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고 여성직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남성직군과 여성직군을 간접적으로 비교한다. 동일 사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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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업무수행과 보상의 관계가 동일하다면 형평임금이 실현된 것으로 본
다. 대리비교법은 대규모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장 내에 비교 가능한 기준
이 되는 남성직군이 없는 경우 사용되는데, 고용주가 형평임금이 실현된 다른 조직의 비교 가
능한 남성직군을 적정 비교기준으로 선정한다.
대리비교법이 실시되면서 형평임금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약 10만 명의 여성 근로자
들에게 확대 적용되었다(Cornish, 2008: 8). 대규모 공공기관 산하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
의 경우에는 대리비교법을 기반으로 한 형평임금 조정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신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조직들이 형평임금법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였다
(Gunderson, 2002: 124). 이후 집권한 보수당 정부에서 대리비교법을 점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법을 도입하자, 대규모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공공부문 노조가 이 법에
반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온타리오주 대법원은 대리비교법 폐기는 ‘캐나다 인권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에 명시된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한
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보수당 정부에 해당 법을 폐지할 것과 해당 직군들에
대한 형평임금 조정 비용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는데, 그 비용은 1억 5천만 캐나다달러에 이
르렀다(Kruth, 2014: 11).4) 더 이상 대리비교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없었지만, 정부는 향후
대규모 공공기관 산하 조직들에 형평임금 조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 온타리오주의 성별 임금격차
최근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시급을 기준으로

14%, 전일제 전년제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는 25%, 전일제 근로자, 전년제 근로
자, 계절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9%에 이른다(Gender Wage Gap Strategy Committee, 2018: 17).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임금격차는 1976년과 2013년 사이에 29%p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4) SEIU Local 204 v Ontario(Attorney General) , (1997), 35 OR (3d) 508(Sup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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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전일제 전년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임금격차는 18%p 감소하였다(ibid, 59).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임금격차 감소 정도는 1997년과 2015년 사이에 4%p로 더욱 줄어든다. 당황
스러운 점은,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평균시급을 기준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가 오히려 증
가했다는 사실이다(ibid, 59).
온타리오주 정부가 1988년에 형평임금법을 제정한 당시 전체 근로소득자의 성별 임금격
차는 38%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2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형평임금법이 도입되기 전부
터 성별 임금격차는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성별
임금격차는 1990~2000년대 기간보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에 더 빠르
게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Gender Wage Gap Strategy
Committee, 2018: 59).5)

■ 평가
온타리오주 형평임금법이 온타리오주의 성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명히 말하기는 어
렵다. 부분적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어떤 한 가지 요인이 성별 임금격차 증가나 축소의 원인인지를 파악하기도 어
렵다. 남성의 임금이 줄어들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소멸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지면 여성의 임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임금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형평임금법이 온타리오주의 전반적인 임금격차나
(McDonald and Thornton, 2015, 2016) 민간부문의 임금격차에(Baker and Fortin, 2004)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형평임금법이 공공
부문의 임금격차 완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eng and Singh, 2009).
그러나 분명한 점은 온타리오주 형평임금법이 온타리오주의 여성 및 남성지배적 직종의 임
금격차 해소에 미친 영향이 고르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지배적 직종의 근로자들이 형평임금
5) 또한 원주민, 인종차별 피해자, 장애인 근로자와 같이 역사적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경험한 여성과 남
성 사이에는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Gender Wage Gap Strategy Committee, 201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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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혜택을 받은 정도는 그들이 종사하는 업종, 기업 규모, 고용관계(자영업 또는 고용알선
기관을 통한 고용),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형평임금
법이 고용주의 사업장별로 임금차이를 비교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정책이 대
체로 사업장 단위에서 결정되고 불평등도 이 단계에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형
평임금 정책은 고용주의 사업장 단위로 비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하에
서는, 남성 비교기준이 없는 사업장 또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앞으로 형평임금을 실현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논평가들은 형평임금법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는데, 여성
들은 규모가 작은 저임금 사업장, 그리고 노조가 설립되지 않고 남성 비교기준을 찾기가 쉽
지 않아서 법의 이행 및 집행이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Gunderson,

2002; Baker and Fortin, 2004).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준수의 증거를 제출
할 의무는 없다. McDonald and Thornton(1998)가 토론토에 위치한 민간부문의 27개 기업
을 대상으로 형평임금 관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27개 기업 중 10개 기업이 법적요건을 이
행하지 않거나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Baker and Fortin(2004)는 규모가 매우 작
은 기업들의 경우 법적요건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형
평임금위원회와 형평임금청문심판소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1990년대 초반 이후로는 법
집행에 대한 단속도 매우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Cornish, 2008: 8).
형평임금법은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규모가 큰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임금격
차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노조들은 형평임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여성지배적 직종 및 직업을 대표하는 노조들은 해당 직군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평임금 원칙을 활용하여 왔다(Weiner and Gunderson,

1990; Hart, 2002). 그러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 형평임금이 미치는 영향
은 해당 여성 직군이 병원 내 위계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형평임금 조
정으로 간호사들이 청소원이나 조리사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았다(Stinson, 2018). 일부 병
원에서는 형평임금 조치로 “일부 여성 업무와 남성 업무의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조사 대상
여성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임금수준 최상위 직군
에 속하는 여성들에게는 최하위 임금직군의 여성들에 비해 평균 3배가 높은 형평임금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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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그 간격이 더욱 벌어졌기 때문이다”(ibid, 16).
신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시기, 대규모 공공기관 산하 지역사회기관의 여성지배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정부가 형평임금 조정비용을 지원하면서 잠시나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졌다. 게다가 대리비교
법은 1993년 형평임금법 개정 당시 존재했던 조직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
된 대규모 공공기관의 남성 비교기준이 없는 여성지배적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형평
임금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노조는 형평임금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조의 존재 자체가 형평임금법 이행을 촉
진하는 효과가 있다(Gunderson, 2002: 127). 그러나 노조가 형평임금 절차에 참여하는 것
이 여성지배적 직군에서 큰 폭의 형평임금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해당 노조의 세력, 구
성 및 목표에 따라 좌우된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형평임금을 조합원들을 위한 예산 할당액
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여성지배적 직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형평임금의 수혜자가 되었다(Weiner and Gunderson, 1990: 93;
Cornish, 2008: 8). 그러나 온타리오주 소매식료품업에 대한 Kainer(1988: 49)의 연구에 의
하면, 노조들은 형평임금을 임금인상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노조와 고용주들은 교
섭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더욱 공고하게 분리하는 형평임금계획에 합
의하였고, 따라서 “형평임금으로 인해 조직 내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유
연한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와 그 수는 줄고 있지만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일제 상용직으
로 분리되는 상황이 유지되었다”(ibid).
형평임금법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법의 복잡성에 있다. 형평임금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조직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McDonald and Thornton, 1998). 형평임금 절
차의 각 단계에는 중요하고 논쟁적인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슈의 해결은 임금격
차 산정방식에 영향을 미친다(Gunderson, 2002). 법 시행 첫 10년 동안에는 고용주에 대한 정
의 및 성중립적 직무평가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형평임금청문심판소는 너
무나도 복잡한 쟁점들을 해결해야 했고 고비용의 ‘소송 악몽’이 이어졌다(Fudge, 1991).6)

6) 형평임금청문심판소는 현재 이러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상당한 관할권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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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자인 여성들은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외
주화 등의 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형평임금의 효과를 제한하는데,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형평임금 조정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다운사
이징이나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형평임금 조치들이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성별 임금격차 전략위원회(Gender Wage Gap Strategy Committee)는 온타리오주 정부
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권고(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2016: 31-32)에서 온
타리오주 형평임금법의 간소화 및 대리비교법을 통한 형평임금 결정에 대한 평가 등 이 법에
관한 여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금 투명성이 기관과 조직들이 자체 관행을 검토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임금 투명성 확보를 주창하였다(ibid, 35).7)
그러나 권고안의 상당수는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차별적 임금관행 외에 다른
요인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 교훈
온타리오주 형평임금법은 평등과 노동법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법률로서 평등과 시장
규범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기존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절차를 기반으로 구조적 임금차별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비록 여성의 임금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는 하지만, 이러한 타협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형평임금법은 여성
지배적 저임금 업종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고 있다. 그 이유는 형평임금법이, 대규모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단일 고용주의 사업장 내
에서 임금 차이를 비교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 그리고 형평임금을 위해 투쟁할 의지
가 있는 노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지배적 저임금 업종에서 임금인상을 이루어

7) 온타리오주 임금투명성법(Pay Transparency Law)은 당초 2019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새로
운 보수당 정부가 그 발효 시기를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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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해서는 다른 기제들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가 요
구된다.

참고문헌

· Armstrong, P. and Cornish, M.(1997), “Restructuring pay equity for a restructured workforce”, Gender,

Work and Organizations 4(2), pp.67-86.
· Baker, M. and Fortin, N.(2004), “Comparable worth in a decentralized labour market: the case of
Ontario”,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7(4), pp.851-878.
· Canada, Department of Justice(2004), Pay Equity: A New Approach to a Fundamental Right , Ottawa:
Pay Equity Task Force Final Report.
· Cornish, M.(2008), Securing Pay Equity for Women’s Work – Everyone Benefits –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convened by the ILO Southern Cone Sub-regional Office Santiago, Chile, August 25, 2008 ,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Mary_Cornish/publication/237611049_SECURING_PAY_
EQUITY_FOR_WOMEN%27S_WORK_-_EVERYONE_BENEFITS_-_THE_INTERNATIONAL_
EXPERIENCE/links/5747477108ae707fe21e3c1a.pdf?inViewer=0&pdfJsDownload=0&origin=pu
blication_detail>accessed 24 December 2018.
· Fudge, J.(1991), “Litigating Our Way to Gender Neutrality: Mission Impossible?,” in J. Fudge and P.
McDermott(eds.), Just Wages: A Feminist Assessment of Pay Equit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ender Wage Gap Strategy Steering Committee( 2016),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
Toronto, https://w w w.ontario.ca/page/final-repor t-and-recom mendations-genderwage-gap-strateg y-steering-committee?_ ga=2 . 159743101 . 1778216642 . 1524584098 -

822776343.1524584098>accessed 24 December 2018.
· Gunderson, M.(1995), “Gender Discrimination and Pay Equity”, in L. Christofides, K. Grant and R.
Swidinsky(eds.), Aspects of Labour Market Behaviour: Essays in Honour of John Vanderkamp ,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underson, M.(2002), “ The evolution and mechanics of pay equity in Ontario”, Canadian Public Policy

28_

2019년 1월호 <<

28, pp.118-131.
· Hart, S.(2002), “Unions and pay equity bargaining in Canada”, Industrial Relations 57(4), pp.609-627.
· Kainer, J.(1998), “Pay Equity and Part-Time Work: An Analysis of Pay Equity Negotiations in Ontario
Supermarkets”, Canadian Woman Studies 18(1), pp.47-65.
· Kohout, R. and Singh, P.(2018), “Pay equity and marginalized women”,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33(2), pp.123-137.
· Kruth, S.(2014), “A Case for Canadian Pay Equity Reform”, Western Journal of Legal Studies 5(2), pp.1-

22.
· McDonald, J. A. and Thornton, R. J.(1998), “Private-sector experience with pay equity in Ontario”,

Canadian Public Policy 24 (2), pp.185-208.
· McDonald, J. and Thornton, R.(2015), “Coercive cooperation? Ontario’s pay equity act of 1988 and the
gender pay gap”,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33(4), pp.606–618.
· McDonald, J. A. and Thornton, R.(2016), “ Have Pay Equity Laws in Canada Helped Women? A
Synthetic-Control Approach ”,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46(4), pp.452–473.
· Ontario Pay Equity Commission(2015), A guide to Interpreting Ontario’s Pay Equity Act, accessed 24
December 2018, http://www.payequity.gov.on.ca/en/tools/Pages/guide_to_act.aspx
· Peng, P. and Singh, P.( 2009), “ Pay equity in Ontario: the case of a non-profit senior service
organization”,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52(4), pp.613-630.
· Singh, P. and Peng, P.(2010), “Canada's bold experiment with pay equity",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5(7), pp.570-585.
· Steinberg, R.(1990), “Social construction of skill: gender, power and comparable worth ”, Work and

Occupations 17(4), pp.449-482.
· Stinson, J.(2018), Ontario Pay Equity Results for CUPE Service Workers in Ontario Hospitals: A Study
of Uneven Benefits,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March 2018 , accessed 24 December 2018 ,
http://www.world-psi.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esearch/study_cupe_pay_equity_ 2018.
pdf
· Weiner, N. and M. Gunderson(1990), Pay Equity: Issues, Options and Experience , Toronto:
Butterworths.

>>

_29

2019년 1월호 pp.30~39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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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
하면, 현재 벨기에는 EU 회원국과 OECD 회원국 중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한다.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기구인 남녀평등연구원(Institute for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IEWM)은 2006년부터 매년 연방고용청(Federal Public Employment Service)과
공동으로 성별 임금격차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매년 벨기에의 임금격차 변화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남녀
임금격차 현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 자료와 비교 자료들을 제공하여 임금격차의 다양
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는데, 벨기에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를 관
찰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벨기에 경제 전체적으로 여성의 총 시간당 소득은 남성보다 약
7.6%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여성의 총 시간당 소득은 남성보다 9.8% 낮았으며, 2016년 EU

1) OECD, Stat and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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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2014년 벨기에의 시간 및 연간 근로소득 기준 임금격차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시간당 소득 기준 임금격차

9.8

9.7

8.6

8.0

7.6

연간 소득 기준 임금격차

22.8

22.0

21.8

20.9

20.6

8조 6330억 유로

3조 3950억 유로

총 임금격차

시간제 일자리를 반영하여
수정된 총 임금격차

자료 : IEWM, L’ecart salarial entre les femmes etles hommes en
Belgiqu, Rapport 2017.

전체 회원국의 평균 격차는 16.2%였다.2)
그러나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업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21%에 달한다. 성
별 임금격차 수준이 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시간당 소득
을 기준으로 한 임금격차는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임금격차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고 있다.
전일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집단 내의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전일제 근로자와 시
간제 근로자 사이의 격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성별 임금격차가

2)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ender_pay_gap_statistics#
Gender_pay_gap_levels_vary_significantly_across_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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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안정적
인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장점이 적은 시간제 일자리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
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여성 근로자의 43.9%가 시간제 근로에
종사). 수치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이유에서도 남녀 간에 차이가 나
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제 근로 외의 선택지가 없으며,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40%는 필
요에 의해 일과 개인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가사와 돌
봄의 배분이 여전히 성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전
형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일자리들이 시간제 일자리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고정
관념에 따른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가급여(fringe benefits)를 고려하면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 일부 혜택은 여성보다 남성
에게 지급되는 빈도가 더 높으며, 여성에게 혜택이 지급되더라도 대체로 남성보다 낮은 수준
에 그친다. 예를 들어,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 납입금액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37% 적었다.

[그림 1] 산업부문 근로자(전일제 및 시간제)의 월평균 임금총액 (1972~2014년)
(단위 :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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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WM, L’ecart salarial entre les femmes etles hommes en Belgiqu, Rap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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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보고를 통해 더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임금격차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금격차의 48.2%는 시간제 근로, 연령, 자격수준, 결혼여부, 가구구성, 국적
또는 출신민족, 노동시장의 분리 등과 같이 이미 알려져 있는 요소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가
령 성별 임금격차가 연령3)과 자격수준4)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결혼여
부 및 가구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한부모 여성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직종과
직업의 차이가 성별 임금격차의 34.1%를 설명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의
사결정기구들은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벨기에의 통계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비
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최근 몇 년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입법적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기본틀
벨기에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입법적 방안을 채택하여 왔다.

2007년 5월 10일 양성평등법(Gender Act)
벨기에의 양성평등법은 성별, 임신, 출산, 성전환을 이유로 하는 직접, 간접적 차별을 근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고용에 적용되며, 근로조건 및 보수와 관련된 제도 및 관행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5)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성 동료에 비해 보상을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우선적으로 보상에서 차이가 실재함을 입증하고, 두 번째로 동일가치의 노동임을 입
증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해당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동일가치의 업무를 하지 않는

3) 55세 초과 연령 집단은 16%, 44~55세 집단은 10%
4) 임금격차는 공업, 상업, 교육, 보건, 사회문화 부문에서 자격수준이 높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
로 더 크게 나타난다.

5) 2007년 5월 10일 양성평등법 제6조, 2,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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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보상의 차이가 성별이 아닌 다른 이유에 근거함을 소명할 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먼저 노조와 협의하고 사용자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피해보
상을 요구하고 차별적 상황을 끝내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
원은 가해자에게 법원 판결문을 해당 기업의 구역 내외에 게시하고 신문이나 기타 채널을 통
해 공고하도록 판시할 수 있다.
법원에 제소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모든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단 그러한 조
치가 제소와 관계없는 상황에 대해 취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같이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또는 그 소송에 대한 최
종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근로자 구제와 관련하여 가
해자로 지목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피해 근로자를 원직 또는 원래의
고용조건으로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6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6)
성별 임금격차 문제는 상당 부분 차별적 관행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개별 소송만으로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은 동료의 임금이 얼마인
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동료의 임금을 아는 경우라도,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실재함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용자가 사실상 편향적 직무분류 등과 같이 성별과는 관련없는 이
유를 들어 임금 차이를 쉽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 구제방안과 함께 더
욱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2년 4월 22일 임금격차법(Pay Gap Act)
벨기에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 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에 사회적 파트너들의 협력
을 모색하고 독려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

6) IEWM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법적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사건들은 철저
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무상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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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제정되었다.
벨기에는 사회적 대화의 전통이 강한 국가로, 근로조건, 임금, 사회적 갈등 등에 관한 산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사용자단체와 노조 대표들이 동수로 참
여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동위원회는 직업분류체계가 준비 및 완성되도
록 지도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직무분류는 기업이나 산업 내에서 동일한 기준(지식, 직무능
력, 의무, 노력, 근로조건 등)을 갖춘 다양한 업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조직함으로써 투명
하고 편향되지 않은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중립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법률은 전 직종, 업종별, 기업별 세 단계에
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투명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전 직종
법률에 따라 사회적 파트너들(경영계와 노동계)은, 이전과는 달리 2년마다 협상을 통해 성
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임금격차는 전 직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서 영구적 주제가 되었다.

업종별
직무분류를 사용하는 공동위원회는 해당 직무분류의 성중립성(gender neutrality) 평가를
위해 이를 벨기에의 노사관계와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연방고용노동사회적대화
청(FPS Employment)’에 제출해야 한다.
벨기에 FPS Employment는 ‘평가양식’(또는 ‘감독도구’)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분류를 검토
한다. 이 평가양식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설계되었으며, 연구문헌에서 ‘모범 관행’으로 간
주되고 있는 기준인 직무분류의 성중립에 기여하는 관행들에 근거한 12개의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검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FPS Employment는 부정적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해당 공동위원회는 2년 내에 직무분류를 수정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주어진 기한 내에
직무분류를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해당 공동위원회는 ‘부적합자 명단(name and shame list)’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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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고용부와 IEWM에 통보된다.

2001~2005년에, IEWM은 EVA(분석 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
하여 직무분류 체계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제거하기 위한 여러 기제들을 마
련하였다.
그중 하나로 IEWM은 성중립적 직무분류를 위한 실무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이 안내서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분석제도(analytical system)가 실제
로 더욱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결과
를 제시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분석제도는 확실히 성중립적 직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 또는 업종 내에서 근로자의 업무 및 책임의 배분뿐만 아니라
역할 및 임금테이블도 더욱 명확해지며, 이에 따라 근로의욕도 고취된다. 또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높아지며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도 강화된다.
IEWM은 성중립적 직무분류에 필요한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분류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직무평가 및 분류의 성평
등(non-sexism in job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여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직무평가 또는 분류 기준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직
관적으로 더 잘 한다고 인식되는 직무능력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기업별

1) 분석 보고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해당 기업의 보상정책이 성중립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의 잠재적 원인들을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업
의 임금구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2년마다 발행하여야 한다. 해당 분석 보고서는 기업 내 논
의와 협의의 기초가 된다. 이 보고는 고용부가 분석 보고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기본양식이 명시되어 있는 칙령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
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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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급여 및 직접적 복리후생급여.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환산함.
- 법정 사회보험 외 사용자가 부담하는 민간보험료
-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기타 부가급여의 합계
이러한 정보는 근로자 성별로 나누어 기술하며 다음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공하
여야 한다.
-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직무분류표, 또는 그러한 직무분류표가 없는 경우 실무직과 관리
직에 대해 존재하는 분류표의 역할 분류에 따른 기능 수준
- 해당 기업 내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근속 10년 미만, 근속 10~20년, 근속 20년 초과
-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사, 석사 등 학위에 따른 자격수준 또는 교육수준
• 근로자 50인 초과 100인 미만 기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급여 및 직접적 복리후생급여.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환산함.
-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기타 부가급여의 합계

100인 이상 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성별로 나누고 다음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분류하
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해당 기업 내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근속 10년 미만, 근속 10년 이상
-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사, 석사 등 학위에 따른 자격수준 또는 교육수준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근로
자 3인 이하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작성된
보고서는 협의를 위해 직장협의회(Works Council), 또는 직장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노조에 전달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직원 대표 또는 노조 대표는 보고
서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논평 및 제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원 대표 또는 노조 대표 위원들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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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에서 성중립적 임금구조 시행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
한다.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차기 분석 보고서에는 실행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항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대차대조표의 세부 항목
벨기에의 모든 기업, 비영리 기관 및 재단은 연차 회계보고서의 일부로서 매년 사회대차대
조표(social balance sheet)를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대차대조표에 포함
되는 정보를 통해 해당 연도의 실제 근로시간, 인건비, 근로자 이동규모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구성을 분석하고 인력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회대차대조표에 포함된 자료는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근로자 수, 근로시간, 학력, 고
용형태, 인건비, 훈련기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건비’ 항목에는 건강보
험료,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피복비, 매점 운영비, 여행 적립금, 식권 등과 같은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수당 및 혜택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동성 근로자 3인 이하의 기업은 사생활 보호
를 이유로 사회대차대조표 작성 의무에서 제외된다. 매년 기업들은 벨기에 중앙은행뿐만 아
니라 직장협의회나 노조에 사회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벨기에 중앙은행은 기업들을 압
박할 목적으로 해당 통계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3) 조정관 선임
근로자 50 인 이상 기업은 직장협의회나 노조의 제안에 따라 직원 중에서 조정관
(mediator)을 선임할 수 있다. 조정관의 역할은 보고서 작성 시 기업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
하고 임금불평등 문제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정관
은 실행계획 수립의 시의적절성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
나 노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관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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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
성별 임금격차 보고는 여러 행정관청 간 긴밀한 협업과 사회적 파트너 간 협력 덕분에 벨기
에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로 기능하고 있으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금격차 관련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일은 동일임금 관련 개별소송의 자료로서도 유용하다. 또한 IEWM 연례보고서 발
간에 대한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 문제는 더욱 이슈화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대응도 촉진된다. 직장 내 불평등에 관한 논의의 기준도 개선될 수 있다.

2012년 임금격차법(Pay Gap Act)의 경우에는,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이 벨기에의 성별 임금격차에 정확하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명성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긍정적 효
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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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H-1B 비자
정책과 시사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평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캠퍼스 경제학 박사과정)

■ 배경
1990년 미국 이민명령(The Immigration Act of 1990)에 근거해 외국인 고숙련 근로자
유치를 목적으로 'H-1B 비자'가 도입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해당 비자는 근본적인 변화 없
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H-1B 비자 발급은 까다로
워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사용과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여 자국 이익을
지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하이어 아메리칸 행정명령(Buy American–Hire
American Executive Order)’을 발효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미국 근로자들의 임
금과 고용률을 높이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미국 내로 입국하는 근
로자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행정명령의 특성상 미국의회의
동의 없이도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클 것이다. 실제로 이를 근거
로 국토안보부, 이민국 등을 중심으로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감독
체계를 손질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추세를 보면 외국인이 H-1B 비자를 받는 것은 2017년 이후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
한 H-1B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는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정책재단(NFAP)에 따
르면,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H-1B 신청자에
대한 거부(denials), 또는 증거요청(requests for evidence: RFE)이 2017년 4분기에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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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로이터 통신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
지 H-1B 청원에 대한 RFE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
상은 미국 이민국이 발표한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2016년)까지 H-1B 접수(Receipts) 건수 대비 승인(Approvals) 비율은 75%(2009
년)에서 87%(2016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면
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승인비율은 59%
로 급감하였다. 이는 이민국에서 H-1B 승인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추세를 볼 때 승인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
측되며, H-1B 비자를 외국인이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H-1B
비자는 무엇이며, 비자 관련 정책 변화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
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표 1> 최근 H-1B 접수 및 승인 추세
(단위 :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Receipts)

246,126

248,272

268,412

308,242

299,690

325,971

368,852

399,349

336,107

승인
(Approvals)

183,850

192,276

207,253

240,440

232,978

259,812

307,129

348,162

197,129

승인비율

75

77

77

78

78

80

83

87

59

자료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Trend of H1B Petitions : Receipt Volume
Overview’,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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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비자 관련 쟁점
H-1B 비자란?
그렇다면 H-1B 비자는 무엇인가?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특수한 직종에 한해 학사
학위 이상과 그에 준하는 경력을 지닌 외국인들을 임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
자이다. 보통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3년간 갱신될 수 있다. 많은 수의 기술집약적인 미국
회사들은 1990년부터 H-1B 비자를 사용해 미국 내에서 충원이 어려운 훈련된 인재를 고용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65,000건의 H-1B 비자 상한선(Cap)이 존재하며, 미국 고등교육 기관
에서 고급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위해 20,000건의 비자가 추가 발급될 수 있다. 만약 비자
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발한다. 하지만 대학, 비영리 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경우 해당 상한선과 무관하게(Cap-exempt) H-1B 비자를 발행할 수 있
어, 실제 H-1B 비자 발급건수는 65,000건을 매년 크게 상회한다.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기업은 비슷한 경력의 미국 근
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 대
다수의 H-1B 비자 소지자는 과학자, 엔지니어 등이고, 상당수가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Deloitte, Amazon 등 IT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해당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
을 분야별로 보면, 2017년 기준, 컴퓨터 관련(Computer related) 업종 신청자가 23만 1,033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신청자가 많은 분야는 건축, 공학 관련 업종(2만 8,133명)이
다. 또한 2017년 기준 H-1B 비자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인도로 24만 7,927명이다. 한
국인의 경우에는 인도,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이며 3,203명이 신청을 했다.

관련 쟁점
H-1B 비자는 기술집약적 노동시장과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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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상은 미국 고숙련 근로자들이다. H-1B 비자는 기존 해당 분야
에서 근무하는 미국 근로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자 노동조건 신청서
(LCA)에 따르면, 기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에서 역차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인
국제무역론에 따르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가깝게 대체될 수 있는 미국 고숙
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Borjas, 1999). 일자리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Borjas(1999)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근
로자가 10% 증가할 경우, 비슷한 학위를 지닌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3~4% 감소될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근
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려 하며, 이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보완하기보다는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미국 고숙련 근로자
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면, 일자리 피해는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도 존재한다(Peri et al., 2013; Peri and Sparber, 2011). 이는 미국 고숙련 근로자들이 고숙
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다른 영역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대체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과학자,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미국 대학생이 법률시장으로 진로를 바꿀
경우 이들의 근로조건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 특히 H-1B 비자여부를 통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관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를 식별한 연구
에서는, 이들의 증가가 미국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입증하였다(Peri et al., 2013).
고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
다. 먼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당 비자 확대를 찬성하는 것에
서 보듯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미국 노동시장 유입은 해당 인적자본을 생산요소로 사용
하는 기업의 이윤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숙련 근로자와는 다르게, 고숙련 근로자의 경
우 특허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미국이 첨단산업에서 비교우위
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Freeman, 2006; Krugman, 1979). 이
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낮은 비용으로 제품소비를 누릴 수 있으므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를 통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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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에 대한 다른 차원의 비판으로 기술유출 발생으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 여부
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상원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어떤 사람의 H-1B 비자가 3~6
년 후 만료되는 경우, 미국의 경쟁기업으로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문화와 핵심기술을 배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유출 문제가 H-1B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
니고, 미국 근로자 역시 미국 외 기업에서 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상당수 H-1B 비자 소지자들이 그린카드(미국 영주권)를 획득하여 미국에 거
주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종에 미국 근로자가 충분해 H-1B 비자 자체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콜롬비아, 듀크, UC Davis 등의 대학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근거할 때 미국이 충분한 수의 STEM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30~50%의 STEM
관련 전공자들만이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 따르면 STEM 전공 학부생의 50%만이 졸업 후 해
당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년 후 오직 8%만이 여전히 해당 업종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업과 이들 미국 대학생들 간에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H-1B를 통해 해외 고숙련 근로자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미국 대학을 졸
업한 STEM 전공자라 해도 미국 IT기업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기술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STEM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 후에 본인의 적성을
찾아 다른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 관련 분야에 노동부족 현상이 여전히 발생할 수
도 있다.
대체적으로 H-1B 비자는 미국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피해, 기술유출을 통한 미국 기업의
피해, 적은 필요성 등의 이유로 쿼터를 줄여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
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관련 업종에 이득이 될 수 있기에 H-1B 비자 쿼터 자체를 축소하
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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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살펴본 것과 같이 H-1B 비자 획득을 까다롭게 하여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을 어
렵게 하는 정책은 기존 고숙련 미국 근로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지만, 다수의 미국 IT 기업
들이 고숙련 근로자를 제때 고용하지 못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 미국 고숙련
근로자들에게도 예상한 것만큼 큰 혜택을 주지 못할 수 있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고학력 외국
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IT업체에서는 당장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마
이크로 소프트의 최고 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of Microsoft)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번영을 도둑질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1B 비자가 미국 고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판이 상당히 지지를 받기 때문
에 앞으로 고숙련 외국인이 H-1B 비자를 받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2018년 11월 19일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H-1B 비자를 요청하는 고용인은
H-1B 비자 노동조건 신청서(LCA)1)에 근로자가 향후 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될 회사
의 이름을 직접 기입토록 했다. 변경 전에는 회사의 이름까지 LCA에 기입하지는 않았다. 통상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
는다. 그렇기에 변경된 조항은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추
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6월 28일 미국 이
민정책국은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된 근로자의 경우 미국에서 추방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H-1B 정책 변화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국 이민
정책과 관련된 비자의 변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밀접한 관심이 요구된다.

1) Labor Condition Application: 고용주(Employer)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수준(Required Wage
Rate)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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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 산업이 새로이 등장하면
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지위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
도 및 규범적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플랫폼 산업과 노동자들은 기존의 문법으로 설
명하기 어려운 대상이기에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규정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
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노조 및 사용자단체, 두 사회적 파트너들이 경제의 두
축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체제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혼종의 형태로 등장하는 플랫폼 산업 및 해당 산업 종사자에 대한 스웨덴 사회적 파트너들의
태도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내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버의 플
랫폼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팝(UberPop)이 스웨덴에서 야기한 문제들과 스웨덴에서 바라보
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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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플랫폼 노동 현황
2017년 스웨덴 정부 위원회는 스웨덴 내 ICT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노동환경 등
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1)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스웨덴 내 노동가능연령
에 해당하는 인구 중 약 4%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연령과 성별, 출신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청년층(16~24세)이 고령, 장년층에 비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이민자가 스웨덴 자국민에 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려고 했던 이들 중 56%만이 실제로
일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환산하면 노동가능인구 중 2.5%에 해당하는 수준
(약 15만 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 중 44%는 IT와 데이터 관련 산
업, 25%는 행정, 경제, 법 관련 산업, 22%는 문화, 언론, 디자인, 18%는 교육계, 12%는 배달,

8%는 운수업에 종사하였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대체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수
의 노동자(60%)가 한 달 기준 10시간 미만으로 일했으며 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
은 36%였다. 하지만 플랫폼을 활용하여 장시간(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었
으며, 자신 소득의 절반가량을 플랫폼 노동으로 버는 이들 또한 14%가량 있었다. 한편 플랫
폼 노동자 중 70%는 학생 대출 및 보조금, 실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은 적은 편이지만 장시간 일하는 스웨덴의 플랫폼 노동
자들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임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 이 결과는 플랫
폼 노동자들이 부업으로 해당 노동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도 있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1) Ett arbetsliv i förändring – hur påverkas ansvaret för arbetsmiljön?(SOU 2017:24), Retrieved on
Nov 22nd 2018, https://www.regeringen.se/496173/contentassets/93df7ab18b704a8ab655080c
b498dfd1/ett-arbetsliv-i-forandring--hur-paverkas-ansvaret-for-arbetsmiljon-sou-201724
2) Huws, U., & Joyce, S.(2016), Size of Sweden’s ‘Gig Economy’ revealed for the first time, Crowd
Working Survey M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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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erPOP 서비스가 야기한 문제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
으며 2012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버는 현재 스웨덴에서 네 가지의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버X, 우버블랙(UberBlack), 우버XL 그리고 우버룩스(UberLux)로 각 서
비스들은 차량의 종류와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우버는
우버팝이라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는데, 우버팝은 우버의 서비스(택시와 비슷한 형태의 서
비스)와 차별화된 일종의 카풀 서비스로 운영되었다. 즉 운전자가 우버팝을 통해서 동승할 승
객을 구해 운행한 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우버팝과 우버의 다른 서
비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전자가 택시 운전사인지, 운행차량이 택시로 등록이 되어있는
지 여부에 있었다. 우버는 일반인 운전자가 우버가 요구한 자격을 갖췄을 때 우버팝의 운전사
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Uber 내 다른 서비스의 운전자들은 반드시 택시 운전사 자격
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우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우버팝을 이용한 승객
의 수가 10만 명이 넘었으며 약 5,000명의 운전자가 우버팝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
다.3)
이 지점에서 우버팝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에 속하는지, 카풀 서비스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스웨덴 법은 운전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카풀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할 때나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택시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택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운전자는 면허증과 등록 차량, 택시 미터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소득세를 반
드시 납부해야 한다. 스웨덴 교통국(Swedish Transport Agency)과 스웨덴 택시운전자협회
(Swedish Taxi Association)는 스웨덴의 법·제도상, 우버팝이 택시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우버팝은 택시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카풀 서비스에 가까운 사업모델로 알려
져 있었으나 그 사업의 미묘한 성격 탓에 스웨덴에서는 불법 서비스로 간주될 위기에 처하게

3) The Local(2016.5.11), “Why UberPOP is being scrapped in Sweden,” Retrieved on Nov 23rd 2018,
https://www.thelocal.se/20160511/heres-why-uberpop-is-being-scrapped-in-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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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15년 9월에 열린 첫 번째 법원 심리에서는 우버팝 서비스를 택시 서비스에 속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우버팝 운전자들에게 택시 면허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
과했다. 같은 이유로 2016년 5월에는 우버팝 운전자 30명에게 불법 택시운전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으며, 10월에는 그 수가 60명까지 늘어났다.4)
스웨덴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택시산업과 우버팝 등 논란의 여지가 있
는 운송서비스 산업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집중적으
로 다뤘다. ① 택시 서비스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택시 미터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② 택
시 기사 외에도 다른 종류의 전문운전자면허(우버 혹은 다른 운송서비스)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③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카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
부를 놓고 조사를 하였다.5) 이 조사를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SOU,

2016: 86)는 택시와 카풀 서비스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택시 서비스와 카풀 서비스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으며 우버팝 서비스
는 택시 서비스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6) 따라서 우버팝 운전자들은 택시운전자와 마
찬가지로 스웨덴 교통국에서 제공하는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는 우버팝
이 지향하는 모델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 결국 2016년 5월 18일 이후 우버는 스웨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철수하게 되었다.7)

4) The Local(2016.10.10), “60 former UberPOP drivers convicted in Sweden,” Retrieved on Nov 23rd
2018, https://www.thelocal.se/20161010/60-former-uberpop-drivers-convicted-in-sweden
5) Anpassning till nya förutsättningar för taxi och samåkning, Kommittédirektiv 2015:81, Retrieved
on Nov 22nd 2018,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kommittedirektiv/
anpassning-till-nya-forutsattningar-for-taxi-och_H3B181
6) Taxi och samåkning – i dag, i morgon och i övermorgon(SOU, 2016: 86), Retrieved on Nov 22nd
2018, https://www.regeringen.se/4ae146/contentassets/ec5ef41ea6a242e8bc74da300fc72edc/
sou-2016_86-webb.pdf
7) Reuters(2016.5.11), “Uber says to suspend UberPOP service in Sweden,” Retrieved on Nov 23rd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sweden-uber-tech-idUSKCN0Y20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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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을 대하는 스웨덴 정부, 사회적 파트너의 자세
공유경제와 플랫폼 기반 산업들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자 스웨덴 정부 내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이를 올바르게 스웨덴 경제에 안착시키기 위해 정책 제안
서(SOU, 2017: 24)를 만들었다. 이 제안서에서 정부 위원회는 플랫폼 노동형태가 갖고 있는
모호성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대의 플랫폼 노
동 및 다자 노동형태(Multilateral forms of work)는 서비스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 노동자,
고용주, 플랫폼 제공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노동의 범위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은 이 산업 노동자들을 기존의 법, 제도로 묶
어두기보다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8)
스웨덴 화이트칼라 연맹(TCO)에 속해있는 노조 Unionen의 연구원 Fredrik Söderqvist 역
시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해당 산업 종사자들을 노조를 통해 어떤 방
식으로 보호하고 법·제도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공유경제,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업 조
직(기업 및 서비스 형태)들 역시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노동자 개인의 역할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9)
현재의 공유경제는 플랫폼 서비스기업이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
사용자단체, 노조 등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 하지만 스웨덴 우버팝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들만의 규칙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노동에 대한 제
도적 틀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버 및 에어비앤비는 스웨덴 외에도 유럽 내 다수
의 국가에서 제도적 차이로 인해 잦은 법적 소송과 사업 철수 등을 경험하고 있다.10)
8) Ett arbetsliv i förändring – hur påverkas ansvaret för arbetsmiljön?(SOU 2017:24), Retrieved on
Nov 22nd 2018, https://www.regeringen.se/496173/contentassets/93df7ab18b704a8ab655080c
b498dfd1/ett-arbetsliv-i-forandring--hur-paverkas-ansvaret-for-arbetsmiljon-sou-201724
9) Fredrik Söderqvist(2018), “Sweden: will history lead the way in the age of robots and platforms,”
Retrieved on Nov 22nd 2018, https://policynetwork.org/opinions/essays/sweden-will-historylead-way-age-robots-platforms/

10) Dølvik, J. E., & Jesnes, K.(2018), Nordic labour markets and the sharing economy:–Report from
a pilot project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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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öderqvist는 플랫폼 산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
지 않다는 점을 들며 플랫폼 산업과 해당 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포용하
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
트너들이 새로운 제도적 틀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파견근로라는 새로
운 노동형태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스웨덴 내 사회적 파트너들이 이익 충돌을 막고, 스스
로 조정이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Söderqvist는 정
부 및 사회적 파트너들이 플랫폼 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기준, 노동조건 등을 담은
Meta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11) 또한 그는 플랫폼 노동에 대응하는 노르딕 접근
법을 제안했다. 우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산별 단체협약에 현재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때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떤 노동자로 볼 것인가, 즉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스웨덴에서 그 논의는 많이 부족한 상태다. 스테판 뢰
벤 전 총리 역시 기존의 노조들이 플랫폼 산업 및 노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를 논의하
는 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Söderqvist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용하
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2)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과 다르게 사무실 혹은 공장에 모여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디지털
화하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기업) 및 노동자 모두가 이 협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11) Söderqvist, F.( 2017 ), “A Nordic approach to regulating intermediary online labour
platforms”,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23(3), pp.349~352. https://doi.
org/10.1177/1024258917711375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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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플랫폼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스웨
덴에서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그 현황을 소개하고, 우버팝의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서비
스가 스웨덴 사회 및 노동시장에 야기한 혼란, 그리고 스웨덴 사회적 파트너들이 바라보는 플
랫폼 산업 및 노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스웨덴 경제와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산업 및 노
사관계의 유지를 택할 것인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해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지 갈림길에 놓
여있다. 현 스웨덴 정부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특정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민감한 플랫폼 산업과 해당 산업
종사자의 등장은 스웨덴 경제와 노동시장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플랫폼 산업은
특정한 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산업 노동자 역시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전통적인 산별 노
사관계를 이끌어오던 스웨덴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플랫폼 산업과 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이
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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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실리콘밸리의 직원들, 주주로서 다양성(diversity) 문제 해결 촉구
최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실

에게 인종 및 성별 차별 등 다양한 사업장 내 차별

리콘밸리 직원들은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획을 발표하라는 주주 청원서

그들이 보상(compensation)의 일부로 받는 주식과

를 제출했다. 아마존 규정에 따르면 2,000달러(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구글 직원

화 약 220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들은 제빈 자산관리사(Zevin Asset Management)

들은 주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청원서는

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임원 보상 수준을 인종 및 성

2019년 봄에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

차별문제 해결방안과 연계시키도록 한 주주 청원서

정된다. 이번 청원서는 피고용인들이 직접적으로

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의 연례 주주

소액주주로서 일터에서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총회에서 제출한 바 있다. 위 청원서는 기각되었지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 제빈 자산관리사 측은 청원서를 수정하여 2019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용

년 주주총회에 제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해 일터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또한 2018 년 11 월 말과 12 월 초에 아마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1)

(Amazon) 기술직 직원 10여 명은 자신의 고용주

1) The New York Times(2018.12.16), “Tech Workers Got Paid in Company Stock. They Used It to Agitate
for Change,” Retrieved on December 23rd, 2018, https://www.nytimes.com/2018/12/16/technology/
tech-workers-company-stock-shareholder-activism.html

미국 : 미네소타,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 수 증가세
2018년 12월 19일자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 언

Association for Professional Employees)는 연

론인 MinnPost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노조 교섭비

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조합원 수가 약 10,500명

(agency fee)의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연방 대법원

에서 11,000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조

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주에서 공공부문 노

합원 수 증가는 교원노조인 미네소타 에듀케이션

동조합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 공공부문에

(Minnesota Education)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 전문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

대법원의 결정이 노조에 예상보다는 덜 위협적이었

조인 미네소타주 전문직 종사자 협회(Minnesota

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이들 노조는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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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규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예산 증가보다 교섭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분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노

비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예산이 더 크다고 보고

조 가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때 이러한 문화

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여전히 노조활동에 긍

까지 사라져 노조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시

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1)

사한다. 또한 현재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서로

1) MinnPost(2018.12.19), “The Janus decision was supposed to hurt public-employee unions. In
Minnesota, their membership is up,” Retrieved on December 23rd, 2018, https://www.minnpost.com/
politics-policy/2018/12/the-janus-decision-was-supposed-to-hurt-public-employee-unions-inminnesota-their-membership-is-up/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채권의 상속가능성 인정
2018년 11월 6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건 원고의 배우자는 각각 지방정부와 사기업의 근로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재판소’)는 사

자였으며 최근 사망하였다. 원고는 단독상속인으로

망한 배우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기

서 각 사건의 사용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인 배우자

간 동안의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혹은 ‘미

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했다. 결론적으

사용수당’)이 상속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유럽연합 회

로 사법재판소는 근로자 사망 시 미사용수당은 재산

원국 국내법이 이를 부정할 경우 상속인이 유럽연합

적 가치를 지닌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을 구성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1) 또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 관

며, 이것이 국내법(해석)과 불일치할 때는 위 지침 또

조항2)을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하여 관련 사용자

는 헌장 규정에 직접 근거해 소송상 청구될 수 있다

판단했다.5)

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권의 금전적

2016년 독일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은

가치 측면을 강조한 사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석은 연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두 사건을 병합해 판

차유급휴가권의 본질적 성격, 즉 근로자가 휴식을 취

단하던 중(미사용수당의 상속배제와 관련된) 위 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휴양과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럽연합 지침 또는 헌장과 자국법의 충돌 가능성을

하기 위한 휴가의 일신전속적 성격과 다소 배치될 수

발견해 재판소에 해당 규정의 해석을 구했다. 두 사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련

에게 해당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1) Directive 2003/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November 2003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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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31(2).

스웨덴 : 채용박람회에서 난민구직자의 지원서를 찢어버린 기업의 채용담당자
스웨덴의 대기업 중 하나인 Orkla Foods의 채용

기 어려우니 조금만 천천히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

담당자가 채용박람회에서 스웨덴어를 조금 천천히

하지만 그녀는 우리 기업의 공장에서는 스웨덴어를

말해달라는 난민구직자의 요청을 듣자마자 구직자

느리게 구사하는 사람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Al-

의 지원서류를 찢어버린 일이

발생하였다.1)

Moadhen 씨는 이를 무례한 답변이라 여겨 채용담

Abdullah Al-Moadhen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의

당자에게 가볍게 항의했다. 그러자 채용담당자는

사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스웨덴으로의 이민을

Al-Moadhen 씨의 지원서를 찢어버리고 바닥에 던

선택했다. 2018년 10월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그는

져버렸다. 이후, 채용담당자는 그에게 채용박람회

Orkla Foods의 부스에 방문하였고, 자신의 의학수

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련 경험이 식품안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Al-Moadhen 씨는 고용서비스센터의 조언을 받

는 기대를 갖고 채용담당자를 만났다. 그는 Orkla

아 해당 사건에 대해 차별방지옴부즈만에 공식적으

Foods의 채용담당자에게 지원 제출 서류와 관련하

로 신고한 상태다.

여 몇 가지 설명을 부탁했으나 채용담당자가 그가

한편 Orkla Foods의 홍보담당자 Cecilia Franck

질문한 내용이 매우 기초적인 것이라며 답변을 거

씨는 Al-Moadhen 씨의 사례와 같이 Orkla Foods

부하였다고 밝혔다.

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인할

채용담당자가 스웨덴어로 말하는 속도를 높인 탓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등옴부즈만에 답변하

에 스웨덴어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채 독학으

기에 앞서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확

로 공부를 해왔던 Al-Moadhen 씨는 그녀의 말을

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조사에 착수하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스웨덴어를 이해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 The Local(2018.12.19), “Swedish employer 'tore up my application' at job fair,” https://www.thelocal.
se/20181219/swedish-employer-tore-up-my-application-at-job-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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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항소법원, 경영상 해고 협의 요건으로서 ‘사업장’ 개념 기준 제시
2018년 12월 13일 항소법원은 원양선박에서 일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제시했

하는 승무원의 경영상 해고 관련 사건에서, 협의절

다. 첫째,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업무(task) 수행을

판단했다.1)

위해 노동력, 기술적 수단, 조직적 구조를 가진 일

피고·항소인(Seahorse Maritime Limited)은 다른

정 정도 이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진 구별 가

회사(Sealion)가 소유하고 영국 영해 바깥에 위치

능한 실체일 것, 둘째, 이 실체가 반드시 법적, 경제

한 다수의 선박에서 근무할 승조원을 고용·공급하

적, 재정적, 행정적, 또는 기술적 자율성을 가져야

는 회사이다. 경기침체로 Sealion은 구조조정을 단

하는 것은 아니며, 셋째, 해당 경영상 해고에 영향

행했고, 피고도 경영상 해고를 이행했다. 그러나 피

을 미치는 독립적 인사·경영권을 보유해야 하는 것

고는 이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보유한 노동조합인

도 아니라고 판단했다.4) 이어 항소법원은 이 사건

원고·피항소인(Nautilus International)과 아무런

의 구체적 사실관계, 즉 위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

특정 선박에 소속되어 근로했다는 사실과 개별 선

관계법(노조법)2)

제188조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박 하나하나가 (위 유럽연합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를 고용심판소에 제소했다. 왜냐하면 동법 제188조

기준에 따른)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작업단위(self-

1항은 사용자가 90일 이내 ‘한 사업장에서(at one

contained operating unit)라는 사실에 주목해,5)

establishment)’ 20명 이상의 근로자(employee)

이 사건의 개별 선박이 ‘사업장(establishment)’에

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 해고 당사자 및 그로 인해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차 요건으로서 “사업장” 개념에 대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

선박 하나하나가 아닌 피고 전체를 사업장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피고는 개별 선박이 한 ‘사업장

본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이 항소법원 판결은 원

(establishment)’으로서 선박당 해고 근로자 수가

양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승조원을 공급·파견하는

20명에 못 미치는 이 사건의 경영상 해고는 협의대

회사와 해당 근로자·노동조합에 다시 한 번 상당한

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사점과 함께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6) 무엇

항소법원은 관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보다 ‘사업장(establishment)’ 여부 판단이 개별 사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판례

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를 검토한 후, 사업장의 의미를 해당 근로자가 직

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조직단위(unit)로 먼

분쟁은 위에 제시된 요건에 입각한 사실판단에 집

저 정의했다.3) 나아가 사업장 판단은 실질적 관점

중될 것으로 보인다.

1) [2018] EWCA Civ 2789 Seahorse Maritime v Nautilus Int'l,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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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3) [2018] EWCA Civ 2789 Seahorse Maritime v Nautilus Int'l (13 December 2018), para. 32.
4) Id. para. 18.
5) Id. para. 44.
6) 두 하급심에 대해 간략한 내용으로「 세계노동소식」『
, 국제노동브리프』15(10) 2017. 10, pp.74~75 참조.

핀란드 : 여성의 직장 내 폭력 경험이 남성에 비해 두 배 높게 나타나
핀란드 내 최대 블루칼라 노조인 SAK가 발표한
노동환경 설문조사1)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여
성 노동자 중 10%가량이 직장 내 폭력을 경험했거
나 폭력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폭력 경험 빈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AK의 변호사 파울라 일베스키비(Paula Ilveskivi)는 대부분의 폭력이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노조는 1,202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것이며, SAK에 소속된 직군 중 간호사, 식당 종업

1~3월 동안 노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

원, 영업직원 등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

으며, 응답자 중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폭력을 경

다. 또한 그녀는 성별 분리된 직업구조가 직장 내

험한 비율이 남성 노동자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

폭력 경험의 성별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

타났다.

다. 특히 여가시간 중 폭력을 경험하는 빈도는 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와 민간서비스

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데 반해 직장 내 폭력의 경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폭력을 경

우, 여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제조업과 운송 부문에 종

덧붙였다.

1) Yle(2018.11.25), “Survey: Women twice as likely as men to face violence at work,” https://yle.fi/
uutiset/osasto/news/survey_women_twice_as_likely_as_men_to_face_violence_at_work/105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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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흔들리는 마크롱의 노동법 개혁
마크롱의 개혁은 2018년 12월 13일자 트루아
(Troyes) 노사분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다시 한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음을 해당 결정의 이유로 설
시했다.3)

번 큰 난관에 맞닥뜨렸다. 해당 위원회는 마크롱 노

이 제도는 마크롱의 경제부장관 시절에 이미

동법 개혁의 상징적 제도 중 하나였던 '부당한 해고

2015년 8월 5일자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을 일부

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하한제도1)'가 국제노동기구

수정하여 이번 노동법 개정에 재등장했다. 이 제

와 유럽연합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는 도입과 동시에 노동법원의 사건 수를 획기적

이에 프랑스의 언론들은 해당 판결을 일제히 보

으로 감소시키며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는 듯하

도하며, 노란조끼에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마크롱

였다. 이후 헌법위원회의 합헌 결정에 이어 만스

개혁의 위기를 한층 더 부각하기 시작했다.2)

(Mans) 노사분쟁위원회 역시 해당 조항이 노동조

위 노사분쟁위원회는 노동법전 제1253조의3이

약 및 유럽협약과의 관계에서 유효함을 확인한 바

규율한 제도가 판사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있었다.4) 이제 노동법원과 파기원의 해석이 마크롱

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할 재량을 주지 않고, 이로써

노동법 개정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실질적이고 심각한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

1) 황재훈(2017),「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법 개혁: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하한제도」,『국제노동
브리프』15(12), pp.71~77.
2) 르피가로(le figaro) 지(2018.12.15), “Indemnités de licenciement: le conseil de prud'hommes
de Troyes s'affranchit des ordonnances” , http://www.lefigaro.fr/social/2018/12/15/2001120181215ARTFIG00018-indemnites-de-licenciement-le-conseil-de-prud-hommes-de-troyes-saffranchit-des-ordonnances.php
3) BFMTV(2018.12.19), “Le plafonnement des indemnités prud'homales remis en cause?” 참조,
https://www.bfmtv.com/economie/le-plafonnement-des-indemnites-prud-homales-remis-encause-1590947.html
4) 르몽드(le monde) 지(2018.12.19), “Plafonnement des indemnités de licenciement : «Les juges ne
sont pas des ignorants qu’il faudrait remettre dans le droit chemin»”, https://www.lemonde.fr/idees/
article/2018/12/19/plafonnement-des-indemnites-les-juges-ne-sont-pas-des-ignorants-qu-ilfaudrait-remettre-dans-le-droit-chemin_5399780_3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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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2019년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의 결정
프랑스 정부의 2018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정을 취한 셈이다.

2018~2019년 프랑스의 소득수준에 따른 구매력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은 더욱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보고서에

법률에서 정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10.03유로

따르면, 2019년 하위 20% 소득층의 구매력은 전

로 책정되었고, 이 내용은 2018년 12월 20일 프랑

체적으로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소득수준

스 정부의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는 2017년 12월

상위 1%의 구매력은 전년대비 6%나 상승할 것으

15일 발표한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인 9.88유

예상된다.1)

이러한 구매력의 양극화에 가장 효

로보다 약 1.5%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2018년 최

과적인 해결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할 수

저임금은 2017년보다 1.24% 증가한바 있으므로,

있다.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더 커졌다. 해당 최저임금은

로

하지만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전문
가그룹(Groupe des experts sur le smic)은 최저임

주당 35시간의 근무를 가정했을 때, 월 1,521.22유
로의 월급에 해당한다.

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 개입에 관하여 자제를 권

위 최저임금은 프랑스 본토에 적용되는 수치이

고했다. 이는 2008년 이후 해당그룹이 취해 온 한

고, 마요트(Mayotte), 라 레유니옹(La Réunion) 등

결같은 태도이다.2) 마크롱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프랑스 해외령에는 7.57유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시 이 전문가그룹의 권고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용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이 취업률과 노동시간

프랑스 본토의 증가율과 같다.3)

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결

1) 르몽드(Le monde) 지(2018.12.14), “Une augmentation du smic pourrait permettre de corriger un peu les
déséquilibres” 참조,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8/12/06/une-augmentation-du-smicpourrait-permettre-de-corriger-un-peu-les-desequilibres_5393276_3232.html
2) 르몽드(Le monde) 지(2018.12.14), “Une hausse du smic n’est pas le bon instrument pour lutter contre la
pauvreté” 참조,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8/12/14/une-hausse-du-smic-n-est-pasle-bon-instrument-pour-lutter-contre-la-pauvrete_5397600_3232.html, 관련 최신 연구로는, http://
cep.lse.ac.uk/pubs/download/dp1531.pdf 참조.
3) 프랑스 정부 법령정보사이트(legifrance)(2018.12.19), 데크레(décret) 제2018-1173호 참조, https://www.
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7833206&dateTexte=&categorieLie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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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베트남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국내에서 근

납부와 혜택 규정은 시행이 유예되어 2022년 1월

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부터 효력을 갖게 되고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근로

시행규칙(143/2018/NĐ-CP)을 발표하고 12월 1

자가 14일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세칙의 적용대상은 노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보

동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직무자격증 또는 직무허가

험료 납부는 사용자가 질병과 출산 보험료로 근로

증을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 임금의 3%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료로 임

베트남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사용자와의 근

금의 0.5%를, 퇴직 및 사망 보험료(2022년 1월 1

로계약 체결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일부터)로 임금의 14%를, 그리고 근로자는 임금의

있더라도 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베

8%를 퇴직 및 사망 보험료(2022년 1월 1일부터)

트남 내 기업 및 정치조직 및 각 기관)는 이 규정에

로 납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1일부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

터 사회보험기금의 균형을 위해 산업재해와 직업병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사회보험은 질병과

에 대한 보험료(0.5%)의 납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

출산, 산업재해, 직업병, 퇴직 및 사망에 대한 부담

록 하였다.1)

내용을 포함한다. 단 퇴직 및 사망에 대한 보험료

1) 사회보험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관한 시행규칙 143/2018/NĐ-CP.

베트남 : 갈수록 교묘해지는 노동수출 사기
베트남의 농촌과 산악지역 근로자들은 빈곤에서

가 기존 유명 노동수출 업체의 회사명과 로고, 간

벗어나기 위해 노동수출의 방법을 많이 선택해왔

판, 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

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

해 노동수출을 원하는 근로자를 모집, 노동수출 이

한 사기행각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정부가 주

전 6개월 동안 해당국 언어 교육과 신체검사 서류

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가

대행의 명목으로 200 여 명으로부터 근로자 1인

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기존 노동수출 업체를 가

당 2,500~4,000달러씩 총 약 25,000달러를 챙겨

장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가짜 노동 수출업체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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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노동수출 업체를 찾

이러한 것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

는 경우 반드시 그 링크와 사이트가 정식으로 라이

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여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곧

선스를 취득한 업체가 맞는지 또는 가짜 피싱 사이

출국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트가 아닌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약서를 작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노동부는 2017년

성할 때에도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계

말 기준, 전국에 345개의 노동수출 업체를 허가해

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적으

주었고,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충분한 조건을 갖추

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노동수출의 지역

지 못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회수하고 있다.1)

과 업체, 근무 장소까지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 호치민시 노동조합연맹 기관지 ‘노동자’, 2018년 1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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