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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재 선진복지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정책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상이 노동시장유연성의 진 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경

제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은 보건복지제도에 여러 가지 경로로 향을 미치고 

이에 한 보건복지제도의 응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건복지정책의 노동시장유연성에 한 처의 필

요성에 응하여 먼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일반 인 상보성에 한 논의를 한 후,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의 상보성

에 한 실제 논의를 한다. 이어 복지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유연성제도

와 이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을 복지국가유형에 따라 표 인 국가 

6개국(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국, 일본)에 해 알아본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일반 인 논의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유연성

에 처하는 상보성이 있는 복지시스템의 응에 한 논의를 통해 우

리나라에 한 시사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유근춘 박사의 책임 하에 인하 학교 윤진호 교수, 고려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권순미 박사 그리고 본 연구원의 임완섭 

문연구원과 강지원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한 본 연구의 진행과

정에서 귀 한 조언을 해주신 연세  김인춘 박사, 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 한신 학교 병유 교수와 원내의 남상호 연구 원, 김문길 부연

구 원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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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2 Policy Agenda for Social Expenditure

The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has brought about many 

problems in the welfare system.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system to respond to this situ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licy possibilities for Korea this 

study has inquired into the experiences of the advanced welfare 

states according to welfare state types and leads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there are Anglo-Saxon countries that has the almost 

unlimited flexible labour market and the very limited welfare 

response to that.

Secondly, there are two kinds of flexicurities, that is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combinated with security. The one can be 

called as the regulated flexicurity that can be found in Sweden. In 

this case the labour market has the flexibility but is regulated. The 

other can be called as the unregulated flexicurity that can be 

found in Netherlands and Denmark. In this case the labour market 

has the flexibility without almost no regulation.

Thirdly, there are two kinds of dualization in the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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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is the flexible dualization in the case of Germany. In 

Germany the core group of workers is well protected and others 

are not. But the mobility between two groups is not constrained 

by the rigid institution. And the weaker group in the labor market 

is protected by the welfare system like family service or social 

assistance. The other is the rigid dualization in the case of Japan. 

In Japan the regular workers of the organized labor union in the 

large enterprises are well protected and the others are not. And the 

weaker group is not so well protected by the welfare system.

Fourthly,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flexicurity and the 

flexible dualization countries is better than the other countries. 

Korean labour market is dualized and the weaker group has not 

sufficient protection of the welfare system like Japan. Therefore it 

could be the first choice for Korea that the course of the flexible 

dualization with welfare protection for the weaker workers is 

taken.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과 고령화 상의 심화와 더불어 

보건복지수요  복지부담의 증가, 보건복지욕구의 다양화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 한 지출이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상된다. 한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유연성으로 나타나는 

계약직 등 비 안정 인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

인 측면을 넘어 양극화, 근로빈곤 등 사회정책 측면에서도 요한 정

책 안이 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해 노동시장유연성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요한 변화로서 노동시장유연성과 련된 제도와 응

을 국제비교를 통해 연구하여 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 간의 계를 밝히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제도와의 계 그리고 생

산성의 향상과 고용을 증진시키는 극  노동시장정책과의 계를 상

으로 연구하여,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유연화, 복지제도, 극  노동시

장정책 등의 계와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미래방향

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4∙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Ⅱ. 주요 연구결과

우선 강조하여야 하는 은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황을 노동시장유

연성, 소득안정성, 극  노동시장정책의 정도에 따른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유연성은 덴마크와 비슷한 반면 노동시장유연화의 

성공  기반이 되는 소득안정성과 극  노동시장정책은 무 미미하다

는 이다. 이는 장기 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발생은 물론 경제  

지속가능성에도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는 다음에서 요약되는 각 국가들의 국제비교에서 얻어지는 주요 연구결

과를 참고하여 이에 한 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공한 국가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 이 있다.

첫째로, 역사 으로 당연시 되는 결합을 벗어나 이질 일 수 있는 제

도요소들을 성공 으로 결합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덴마크는 과거 주류경제학자들이 유럽의 한 복지국가와 이에 따른 

높은 조세가 투자 하와 성장, 실업을 가져오는 반면, 미식의 신

자유주의  모델이 양호한 거시경제성과와 고용창출을 가져온다고 주장

한 것과 달리 세계 최고수 의 높은 조세율과 복지국가제도에도 불구하

고 상 으로 양호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소득분배의 평 화

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양호한 경제성과를 가져오

는 데 있어 특정한 모델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고 요한 것은 실제로 서로 선순환 인 제도를 자신의 토양 에

서 만들어내고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단된다. 네덜란드도 코포라

티즘  정책결정의 복원을 통해 노동시장은 자유주의 국가만큼 유연하지

만(노동시장의 유연화)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정부의 투자는 사민

주의 국가들 이상으로 높은 수 을 유지하고(노동시장 활성화) 한 비정

규직에 해 매우 보호 이면서도(비정규직에 한 사회  안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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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복지체제는 좀 더 자유주의 인 방향(신자유주의  복지개 )으로 

변하는 기존과는 다른 나름 로의 조합을 가지고 노동시장과 복지의 새

로운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경로형성을 통해 비교  성공 인 성

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공통 은 노동자들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응하는 것을 도와 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 그 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확실한 사회보장과 공격 인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이 게 이 의 길과는 다를 수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나름

로의 길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한 국가에서는 정치과정

에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단이 선택되고 이를 강하게 실 시킬 수 

있는 역량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이다. 즉 탈산업화나 세계화는 재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통 인 문제인 반면 이에 한 응방식

은 결국 정치과정을 통한 의식 인 집단행 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따

라 결정된 제도는 각 행 자에게 향을 미쳐 각 국가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의 공 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의 

수 이 각 국가정책의 성공정도를 결정한다는 이다.

를 들어 네덜란드 모델에 한 기존 연구들은 바세나르 약으로 

상징되는 노사정 력체제에 의한 임 억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교환, 유

연안정성법으로 상징되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성공  교환이라는 측면

을 부각해 왔다. 그러나 유연안정성모델이 정착하기까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역에서 노사정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때마

다 국가가 상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철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 다. 이를 해 국가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시하고 

히 활용하기는 하 으나, 결코 이에 종속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추

구하는 정책이 노조나 사용자집단의 항에 부딪히면, 정부는 코포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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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기제를 우회한 여론의 동원, 임 과 사회보장 여의 연계제도 폐지, 

의회조사 등을 통해 노사를 압박하 고, 결국 이들이 단기 인 이익 극

화 략을 포기하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다. 한 정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사회  지지를 동원하기 해 탁월한 

이  능력을 발휘하 다. 이를 통해 거부권을 가진 이익집단을 회유

하거나 사회 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철할 수 있었다. 이

는 공 인 정치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정책을 가, 얼마나 효과 으로 

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개 정치의 주도권과 성패가 결정될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로, 이러한 정치  과정에서 요한 은 각국마다 이 의 선택

에 의해 형성된 정치  기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다. 그 결과 집권

세력의 정치  성향이 노동시장과 복지개 에 미치는 향에 제약조건으

로 작용한다. 성공한 국가들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잘 극복하고 공통의 

성공 인 길을 모든 정치세력들이 상호존 과 타 을 통해 이루어간다. 

를 들어 2차  후 자본주의의 황 기에 노동력 부족 상이 존재할 

때 각국은 다르게 반응하 다. 독일은 외국으로부터 이민노동자를 받아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 지만, 스웨덴은 자국 내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

동 참여를 확 하는 방향을 취하 다. 그 결과 스웨덴에는 여성의 노동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공 서비스가 발 하고, 노동운동에서도 기

존의 제조산업과는 다른 여성과 서비스산업을 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

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들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유연성에 

응하는 복지의 확 와 그를 한 고부담이 정치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

었다. 이는 좀 더 평등 인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발 하는데 기여를 하

다. 반면 독일은 제조산업의 노조와 고용주 사이의 이익을 변하도록 

하는 정치선택이 이루어져, 여성과 서비스산업이 덜 보호받은 덜 평등

인 이 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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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험은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능성

을 동시에 보여 다.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복지 계층화와 범 한 사각

지 의 형성이 오랜 역사  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기여와 수 권을 

철 히 연계시키는 사회보험 심의 복지제도의 내재  특성과 연 되어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기여능력을 획기 으로 제고하거나 기여와 수

권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 인 정책 처방이 없다면, 복지 양극화의 해

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

능성은 노동운동과 정치의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복지제도는 

보수주의 복지체제,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체제 속에서 확

와 축소를 경험했고, 2000년  반 이후에는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

를 복지제도 내에 포섭하려는 새로운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노동운동의 성격  권력행사 방식, 그리고 정당체제의 사회  반응성

과 한 연 이 있다. 일본의 경험은 노동운동이 정규직 조합원을 한 

배타  이익을 옹호하기보다 사회연 략을 추구하고, 이것이 친복지정

당의 선거 경쟁력으로 뒷받침될 때, 공  복지의 포  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비성공 으로 단될 수 있는 사항들이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노동시장유연성에 의해 사회가 이 화 되는 경향에 있어 정

도의 차이가 있다. 만일 이 화 정도가 심할수록 비성공 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 측면에서 가장 성

공 인 국가들이다. 반면에 이 화가 발생하는 국가들에서도 차이가 있

다. 독일은 제조업분야의 핵심인력에 해 통 인 보호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 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불안정한 향에 그

로 노출되도록 둔다. 그러나 이 두 부분 간의 이동을 막는 경직  제

도는 없으며, 이에 한 사회보장  응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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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제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노동운동이 정규

직 조합원을 한 배타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되어 정규직과 비정

규직 사이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  체제이며, 약자에 한 사회보

장  응도 미약하다. 따라서 같은 이 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도 이동

이 비경직 이고, 약자에 한 사회보장  응을 하는 독일이 경제 으

로도 더 효율 이고, 사회 으로도 더 평등 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둘째로, 노동시장유연화를 진행시킬 때 이로 인한 문제에 사회보장

으로 동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경우

를 보면 속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단기 으로는 개별 기업의 비용 

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 으로는 사회 체에 

보다 많은 험과 비용을 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사회  배제에 응하기 한 사후  조처는 그 효과가 불확실할뿐더러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 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

화정책은 그것이 설사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 에서 제한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극 인 사회안 망 시스템의 

확보와 나란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선진국의 국가비교를 통해 부각된 노동시장유연성과 복지

간의 계를 논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있

다.

첫째로, 유연안정성 개념이 가진 모순과 한계에 한 고찰이 필요하

다는 이 지 되고 있다. 즉 성공 인 성과를 보이더라도 과연 해고규

제 완화라는 직장안정성의 해가 실업 여 확 나 극  노동시장정책 

확 에 의해 보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질문을 항상 하고 있어야 

제도의 건 한 발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다른 국가에서 성공하는 노동시장유연성과 복지제도 간의 선

순환도 로 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정치  갈등과 양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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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며 각 국가의 특성을 반 하고 있음으로(즉 나름 로의 하부구조를 

가짐) 이의 이 가능성에 해서는 신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특성과 

공 인 정치과정에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나름 로의 방향을 설

정해야 한다는 이다.

셋째로, 비록 성공 이기는 하지만 기존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과에 

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상 으로 양호

한 거시경제성과와 노동시장성과가 유연안정성 모델 만에 의한 것이었는

지에 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유연성이 덴마크와 같을 정도로 진 된 상

황과 사회보장이 이에 제 로 처하지 못한 경우의 일본의 문제 을 

고려할 때 일단 방향은 무엇보다도 소득안정성과 극  노동시장정책을 

재수 보다 폭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게 노동시장유연성에 해 사회보장 인 응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존의 국가비교를 통한다면 어느 방향이 될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를 Thelen(2012)의 논

의를 심으로 보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로, 규제가 거의 없

는 미형의 형태, 둘째로 북구형에서 상 으로 유연성에 해 규제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셋째로 북구형에서 상 으로 유연성에 

한 규제가 있는 스웨덴, 넷째로 노동시장의 이 구조가 있는 륙형의 

독일처럼 이 구조가 있지만 그 이 구조사이에 실제에 응하는 이동이 

가능한 유연한 이 구조 국가, 다섯째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 구조가 

있으면서 이 이 구조가 경직 이어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와 함께 이에 한 복지의 응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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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다. 첫째로, 노동시장유연성에 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형은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체계가 미약하다. 이 경우 

계 투쟁 인 사회  이 성이 존재하여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한 모델

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둘째와 셋째의 북구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체 으로 노동시장유연성에 해 복지시스템이 폭 으로 응하

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도 높고 경제  효율성도 

높은 우수한 결과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과 

정치  세력이 있는가를 고려할 때 당장의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넷째의 독일의 경우는 노동자의 역량에 따라 제조업의 핵심 인력에 

해서는 보호를 하지만 그 외의 인력에 해서는 보호의 정도가 낮은 유

연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특징은 이 화가 존재하지만 이러

한 유연성 상태의 이동이 노동자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여 이루

어진다는 것과 이에서 탈락하여 보호를 덜 받는 비핵심인력으로 된 경

우에는 기 보장과 가족에 한 서비스를 통해 복지 으로 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섯째의 한국과 일본은 노동시장에서의 보호가 노동

자의 역량에 비례하기 보다는 노조와 기업의 담합에 의한 내부자 보호

의 경향 등에 의해 경직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

동자에 한 복지가 아직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을 토 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와 이

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형태는 우리나라가 경직 인 이 구조 노동시

장이라는 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는 유연한 이 구조 노동시장으

로 이행하고, 이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은 덜 보호 받는 노동자를 

심으로 가족복지제도나 기 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주요용어: 유연안정성, 복지시스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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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유연성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계약직 등 비 안

정 인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 인 측면을 넘어 

양극화, 근로빈곤 등 사회정책 측면에서도 요한 정책 안이 되고 있

다.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도래로 국가경쟁력을 해 노동시장유연성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과 함께 사회정책의 요한 부분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요한 변화로서 노동시장유연성과 련된 제도와 응을 국

제비교를 통해 연구하여 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 간의 계를 밝히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모형에 따른 표 인 복지국가를 선정하여 복지

시스템과 노동시장과의 상호 계를 노동시장유연성과 련한 제도와 이

에 한 복지제도의 응을 심으로 살펴보고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유

연화, 복지제도, 극  노동시장정책 등의 계와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미래방향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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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일반 인 상보성에 한 논의를 한 후,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의 상보성에 한 구체  논의를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한다. 이어 복지

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유연성제도와 이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을 복

지국가유형에 따라 표 인 국가 6개국(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국, 일본)을 선정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반 인 논의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유연성에 처하는 상보성이 있는 복지시

스템의 응에 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한 시사 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국제사례연구와 국제비교연구이다. 이를 해 복지국가 유

형에 따른 표  복지선진국을 선정하 다. 복지국가 유형을 기존의 

Esping-Andersen(1990)에 따라 북구형, 륙형, 미형으로 나 었고, 

북구형에서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를, 륙형에서는 독일을, 미형

에서는 국을 선정하 으며, 우리나라와 한 계에 있는 일본을 추

가하 다. 이들 국가에 해 가능하면 다음의 공통  내용을 심으로 

각 나라의 특징을 다룬다. 

1. 각국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

2. 각국의 노동시장유연성에 대한 복지중심의 대처 형태 

3. 각국 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지표와 이에 근거한 판단

4. 각국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메커니즘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K
I
H
A
S
A2장

제도 간의 상보성의 관점에서 본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제2장 제도간의 상보성의 관점에서 본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제1절 제도간 상보성에 관한 일반이론

제도 간에는 원리 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제도 간에 서로 효과를 강화시켜주는 계, 이를 상보  

계1)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제도 간에 서로 효과를 감소시켜주는 계, 

이를 비상보  계라 할 수 있다. 셋째로, 특별히 서로 향을 미치지 

않는 계, 이를 립  계라 할 수 있다.

제도를 설계할 때 서로 련 있는 제도 간에는 가능하면 상보성이 있

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문제가 되

는 제도 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련을 상보  계, 비상보  계, 

립  계로 악하고, 이 지식을 활용하여 가능하면 상보  계가 

작동하고, 비상보  계는 약화시키도록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인 제도 간의 상보성을 연구하기 하여 일반 인 분석틀의 

용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목 과 수단이라는 분석틀을 사

용하고자 한다.

먼  문제되는 제도 간에 목 이 상충되면 제도 간 상보성을 말하기 

1) 제도  상보성이란 하나의 제도  기능이 다른 제도  기능에 의존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Hall and Soskice 20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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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따라서 상보성을 말하기 해서는 공통된 목 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각 제도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 간에 상  조직의 수단 

사용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계가 없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향하는 제도

와 이에 응하는 복지제도 간의 계이다. 

먼  두 제도 간의 목 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복지제도의 

궁극  목 을 살펴보면 이는 재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주로 경제  가치의 최 선과 격차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

하여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지속가능성을 최소

한 해하지 않고, 극 으로는 이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

시장유연성의 목 을 보면 1) 수요의 변화에 해 노동력 투입의 수

과 시기를 조 하고, 2) 임 수 을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따라 변화시키

며, 3) 수요변화에 처하기 하여 작업들 간에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Ozaki, 1999). 이는 궁극 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유연성과 복지제도는 경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의 목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 부분에서는 최소한 상보성을 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단에 있어 상보성의 문제가 있다. 노동시장유연성은 그 실

수단에 있어 기본 으로 고용이나 소득에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측면이 있어 복지제도의 보완 인 개입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수단을 제한하는 측면은 직 으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정형 인 직업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시장유연화에 의한 비정형  직업이 증가함에 따

라 사회보험에 의한 험보장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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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간의 상보성 : 

      노동시장 유연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향하는 제

도와 이에 응하는 복지제도 간의 상보  계이다. 이를 해 먼  노

동시장 유연안 성에 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개념

노동시장유연성의 개념에 해서는 외국문헌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기존의 국내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2)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유연성의 형태와 안 성의 형태를 조합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유연안 성 개념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자 한다.

  가. 유연성의 형태

Ozaki(1999)에 의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1) 수요의 변화에 해 노

동력 투입의 수 과 시기를 조 하고, 2) 임 수 을 생산성과 지불능력

에 따라 변화시키며, 3) 수요변화에 처하기 하여 작업들  간에 노동

자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에 따라 유연성의 형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 다(Ozaki 1999, Keller and Seifert 2002, 

Wilthagen, Tros and Lieshout 2003; 정원호, 2007, 7-8에서 재인용). 

다음은 정원호(2007, 7-8)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유연성 형태이다.

2) 특히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한 이해, 2007(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포럼 발

표원고)을 참고 하 다. 이 원고는 아래 연구의 발 본이다.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정성 정

책에 한 기  이해, 사회경제평론, 제24호, 2005, pp.1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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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해고와 채용을 통해 노동력을 수량 으로 조 하는 것

－최근에는 고용형태 다양화(단시간, 기간직, 견직 등의 유연한 고

용형태=고용 계의 유연화)의 의미가 증 함

(2)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노동자 수는 유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증가 는 변형을 통해 노

동력 투입을 시간 으로 조정하는 것. 

－ ‘노동시간 유연성’이라고도 함.

(3) 기능적 유연성

－작업조직의 재편(직무구분의 폐지, 제 등을 통한 노동력의 다양

한 배치)과 노동자 숙련의 향상(다기능화)을 통하여 기술과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의한 생산의 변화에 응하는 것.

－이것은 종종 내부 -수량  유연성이 효율 으로 기능하기 한 

제조건이 되기도 함. 따라서 이는 내부  유연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4) 임금유연성

－개인   집단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시장에 의한 비

용압력을 임 의 조정으로 응하는 것

  나. 안전성의 형태

Wilthagen, Tros and Lieshout(2003)와 Wilthagen and Tros(2004)

에 의하면 안 성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정원호, 2007,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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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안전성(job security)
－특정 사용자 하에서 특정 직무 유지의 확실성

(2) 고용 안전성(employment security)
－지속  취업의 확실성

(3) 소득 안전성(income security)3)

－취업 종료 시 소득보호

(4) 결합 안전성(combination security)
－취업과 기타 개인  사회  책임과 의무의 결합의 확실성. 즉, 취

업과 가사(육아 등) 병행의 안정  확보.

  다.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개념을 상기한 유연성과 안

성의 가능한 조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통상 가장 일반 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완화하기 해 사회보장이 결합하는 형태를 유연안정성으로 이

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에도 여러 가지 구분할 여지가 있다. 를 

들면 북구형에서의 안 성은 직장 안정성 보다는 고용안 성에 이 

놓여 있고, 이를 해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공격 인 훈련이 동

반된다.

3) 참고 으로 경제  안 성(economic security)은 a. 소득이 없거나(ex. 실업, 노령 등), b. 
사회  최 수 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소득밖에 벌 수 없는 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정

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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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성과 안전성의 상호관계

  가. 유연성과 안전성의 상충적 관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불가피하게 고용이나 소득에 있어 노동자의 권

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안 성은 그 권리를 유지 내지 신장시

키려는 것이어서 양자는 본질 으로 상호 모순 인 계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원호(2007, 8-9)에 따라 정리한 내용이다. 

노동시장에서 양자는 직간 으로 상충  계(trade-off)가 있는 것으

로 되어있다.(Wilthagen, Tros and Lieshout, 2003, Wilthagen and 

Tros, 2004; 정원호, 9 재인용) 실에서는 상호간에 다양한 거래

(give-and-take)가 성립되어, 노사(정)간의 구체 인 상결과를 분석하

면 실 으로 양자간의 상충 계의 형태는 많다. 이들의 상충 계의 정

도는 유연성 내지 안 성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상충 계가 가장 심한 경우는 직장안 성을 둘러싼 경우이다. 이 경우

는 사용자가 외부 -수량  유연성 추구하는 경우, 특히 해고시도를 하

는 경우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와 련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직장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직 인 임

억제  동결(소득 안 성의 약화), 핵심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하향압

력을 가하는 비정규노동력의 증 (  다른 외부 -수량  유연성 증 ), 

노동시간의 단축  그에 따른 임 하(때로는 임 인상 없는 노동시간 

연장)(내부 -수량  유연성의 증 와 소득안 성 약화)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변형노동시간(내부 -수량  유연성)을 둘러싼 상충 계가 

있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는 단 과 장 이 발생하는데 단 으로는 생활

양식의 불규칙화(결합안 성의 약화)와 연장근로수당의 삭감(소득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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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 반면, 장 으로는 직무의 변동이 없고, 소득의 심각한 악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는 사용자에게 장 이 되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약하고, 특히 장비의 효율 인 이

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변형조동시간은 양자의 장 으로 인해 종종 상

호간 수용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임 유연성을 둘러싼 상충은 빈도가 약하다. 즉 노동자는 

소득안 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임 (체계)의 변화를 수용하기 꺼

려하고, 사용자에게는 유연한 보상체계의 도입은 매우 복잡한 과제로서 

효과 인 실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능  유연성인 작업조직의 변화를 둘러싸고는 상충 계

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능  유연성의 증 가 종종 사용

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유는 작업과 다기능을 통한 소  ‘고

성취’ 작업조직으로의 변화를 통해 유연성의 증 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기능  유연성은 사용자에게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동시에 노동자에게 작업에 한 자율성과 의사결정에의 참

여를 증 시킬 수 있고, 때로는 높은 생산성에 따른 임 의 증 도 가져

올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인력조정에 따르는 비용을 감할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계를 유지하면서(직장안정성)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업내부에서는 물론 외부노동시장에서도 취업능력(고용안정성)

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Klammer, 2004; 정원호, 9 재인용)

이러한 상호간의 이익 가능성 때문에 기능  유연성의 증 는 경쟁력 

제고를 한 상 략(high road)이라 일컬어지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상생’(win-win)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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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보장과 외부적유연성의 비대칭적 관계

사회보장과 외부  유연성 간에는 비 칭  계가 있다고 말해진다. 

이 때 비 칭성의 의미는 외부  유연성의 증 는 사회보장에 부정  

향을 미치지만, 사회보장의 강화는 외부  유연성의 증 에 기여를 하

여 한쪽의 강화는 상 를 나쁘게 하지만, 다른 한쪽의 강화는 상 를 좋

게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원호(2007, 10)에 따라 이 비 칭  

계의 내용을 정리한다.

통상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은 고용 계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 계에 향을 미치는 외부  수량  유연성의 증 는 사회보장, 특

히 사회보험을 약화시킨다.5) 반면에 고용 계가 유지되는 다른 형태의 

유연성은 사회보장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사회보장의 강화는 유연성 증 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

다.(Klammer & Tilmann, 2001; 정원호, 2007, 10 재인용) 를 들면 

높은 실업수당은 해고에 한 항을 약화시켜 외부 -수량  유연성의 

증 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한 연 수  혜택을 주는 조기은퇴제의 

도입도 인원감축을 용이하게 하여 외부 -수량  유연성의 증 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에 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1. 기능  유연성의 증 는 노동자에게 상

응하는 보상 없이 더욱 복잡한 과제와 더 큰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착취를 가 시킴, 2. 작
업조직의 재편은 종종 감량경 (downsizing)과 병행하는데, 이 경우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이 에 더 큰 규모에 의해 수행되던 작업량을 변함없이 감당함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해지기

도 함.(Ozaki, 1999, 142; 정원호, 2007, 10 재인용)
5) 를 들면 비정규직은 노령연  피보험자 자격이 종종 없다.(Keller & Seifert, 2002; 정

원호, 2007, 10 재인용) 그리고 일반 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안정  고용 계를 제

로 하는 사회보험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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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관계: 대체적 혹은 보완적?

이들 계를 체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계를 

표한다고 생각되는 고용보호입법지수(EPL)과 실업보험(UI)의 계를 

보도록 하겠다.6)

EPL과 UI의 계는 실에서 상 으로 체재  성격을 보이고 있

다. 한 이들 간의 계는 일종의 정치경제  균형으로서 유연안정성 

모델로 바꾸려 하는 경우 정치 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유연안정성 모델로 바꾸기 쉬운 환경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

을 조성하는 조건들로는 UI의 진  성격강화, 고숙련노동자 비율 높

음, 해고비용을 기업내부화(기업 모럴해 드 방지), 교육에 한 투자가 

높음 등이다.

한편 EPL과 UI 사이에 보완재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들면 UI가 할수록 EPL의 실직감소효과는 더 커지고, 한 

EPL의 증가는 UI의 부정  효과를 진 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  실업률과 EPL의 계는 U자 형태이고, EPL과 경제

성장 사이에는 역U자의 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Belot, Boone, and 

Ours, 2007; 병유, 2011, 22 재인용). 이에 따르면 고용보호가 지나

치게 엄격한 경우 정한 수 의 탈규제가 성장을 진시킬 수 있고, 반

로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는 정한 수 의 보호로 성장을 

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들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을 이고 

경제성장을 진하는 정 EPL에 한 논의도 가능하다.

6)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해당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병유, 노동-복지의 정합성: 유연안

성을 심으로, 2011(장지연 외,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한국노동연구원, 
2011,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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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간의 관계를 보는 틀에 관한 논의

최근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간의 계를 종합 으로 볼 수 있는 틀

에 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의 공통 은 동일한 변동원인에 해서도 

국가마다 다른 정치  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  응의 역할이 

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표한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문헌을 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다.7) 

먼  Emmenegger( et al., 2012, 11)에 따르면 이 화의 에서 

다음과 같은 개념  틀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개념  틀에 따르면 이 화

의 동인으로서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가 

요한 것으로 언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동인에 해서 정치과정은 

이 화의 과정을 산출할 수 있다. 이 화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다르게 

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새로운 제도  이 화 혹은 

기존의 제도  이 화를 심화시키는 정치  산출을 가져온다. 제도  이

화의 요한 산출은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두 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계가 있는

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개념  틀에 따르면 이 화의 

요한 결과를 사회  분할로 보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평

등 인(egalitarian) 것과 비 평등 인(inegalitarian) 것으로 구분하는 

행과 일치하고 있다.

7) 1. Emmenegger, P., Haeusermann, S., Palier, B., and Seeleib-Kaiser, M.,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 Thelen, Kathleen, Varieties of 
Capitalism: Trajector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5: 137-5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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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이중화를 설명하는 개념 틀

구조적 동인

정치과정

사회보장을 규율하는 

정치과정 산출

(제도적 이중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정치과정 산출

(제도적 이중화)

사회의 분할에 대한 결과

동
인

이
중
화

결
과

이와 비슷하게 Thelen(2012)도 정치과정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len(2012, 146)의 자유화의 세 가지 개념형  과정에 따르면 이 에 

집단정치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되던 사항을 시장의 역으로 편입시키

는 자유화(본 연구의 노동시장유연화로 표)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LMEs)에서 주로 

나타나는 탈규제(deregulation)이다( 를 들어 미국). 이에서는 조직화된 

노동이 고용주에 항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계 투쟁  성격

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의 략  조정도 낮아지고, 사회보장  

응도 미약하여 평등도도 낮아진다.

이 에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s)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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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경제에서 다른 두 가지 형태가 생겨난다.

〔그림 2-2〕자유화의 세 가지 개념형적 과정

높음

높음
낮음

평
등
성

고용주의 전략적 조정

탈규제

제도화된 유연화

이중화

둘째로, 이 화(dualization)로서의 자유화이다. 이는 특히 독일과 같

은 륙형 국가에 해당하는 자유화의 형태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자

와 고용주 간에 계 을 넘어서는 연 가 이루어지고, 부문 혹은 산업수

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노동자 사이

의 이 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 화에 따라 이 처럼 조정이 이루어지

긴 하지만 평등성은 이 보다 낮아진다.

셋째로, 제도화된 유연화(embedded flexibilization)로서의 자유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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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해당하는 자유화 형태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륙형 국가의 계 을 넘어서는 연 에서 더 나아가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노동자 사이의 차별도 없어지는 연 를 이룩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시장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응하도록 만드는 시

장 조장  정책이 명시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와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공격 인 훈련이 결합하여 높은 평등성이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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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도와 복지시스템의 대응

제1절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대표적 복지국가 선정

복지선진국의 복지국가 유형을 북구형, 륙형, 미형으로 나 어 

표 인 복지국가를 선정. 우리나라와 한 계에 있는 일본을 추가하

다. 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구형: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 륙형: 독일

－ 미형: 국

－일본

이들 국가에 해 가능하면 다음의 공통  내용을 심으로 각 나라

의 특징을 다룬다.8) 

1. 각국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

2. 각국의 노동시장유연성에 한 복지 심의 처 형태 

3. 각국 응의 성공과 실패를 단지표와 이에 근거한 단

4. 각국 성공과 실패의 요한 메커니즘 

5. 우리나라에의 시사

8) 결과 으로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고 자료에 제한이 있어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일성 

있게 다루는 것은 실 되지 못하 다. 이는 향후 계속 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이

다. 따라서 각 원고도 재구성을 하지 못하고 원래 자들이 작성한 형태를 거의 그 로 유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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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덴마크 사례(윤진호 인하대 교수)

1. 서론

오늘날 노동시장 정책에서 유연안정성에 한 논의는 핵심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9)이란 용어는 유연성(flexibility)

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한 용어로서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해고와 채

용의 유연성을 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

에게는 사회안 망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

해 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유연한 고용과 

안정된 고용은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 이었다. 즉 미형 노동

시장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며, 반면 륙 

유럽국가들은 고용보호가 잘되어 있지만 노동시장이 경직 인처럼, 유연

성과 안정성은 병존할 수 없으며 두 모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안정성 모델은 이처럼 언뜻 보아 모순처럼 보이는 유연성

9) ‘Flexicurity'란 용어의 번역어로서는 ‘유연안정성’과 ‘유연안 성’의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소득과 고용의 ‘안 성’(security)은 실업 시에도 실업 여와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가능

성 제고 등을 통해 생활의 ‘안 ’을 보장해 다는 의미인 반면, 소득과 고용의 ‘안정

성’(stability)은 소득과 고용의 불안이 은 ‘안정 ’인 상태, 즉 해고의 가능성이 낮고 임

변동이 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두 번역어가 별다른 의미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동일한 필자가 두 번역어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두 번역

어 가운데 ‘유연안 성’이란 번역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정책문서나 학계, 노동계 등에서 ‘유연안정성’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

가 압도 으로 많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해 본 연구에서도 ‘유연안정성’이란 용어를 

사용하 다. ‘유연안정성’이란 번역어를 사용한 로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2007), 피터 아

우어, 산드린 카제스(20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6), 노동부(2005), 정원호

(2004)(2005a)(2005b)(2005c)(2006),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2004), 통령자문정책기획

원회(2003), Wilthagen and Tros(2008), 정희정(2007a)(2007b)(2007c)(2008), 
Madsen(2008), 김유선(2008), 이호근(2006), 박성 , 변양규, 정 용(2008) 등이 있다. 
반면 ‘유연안 성’이란 번역용어를 사용한 로서는 병유 외(2007), 김형기(2008), 
Wilthagen(1998) 등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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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정성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 다. 즉 한 기업 내에

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병존할 수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사

회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정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연안정성 정책은 여러 국제 , 국가  정책체계에서 범하게 채택

되고 있는 모델이다. 컨  유럽연합(EU)의 ‘리스본 략’, 국제노동기

구(ILO) ‘세계고용 의제(agenda)’,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칸디나비아 제

국의 노동정책 등은 유연안정성을 극 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성공 인 사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이라 할 수 있

다.

덴마크는 한편으로는 고용보호에 한 규제 수 이 상 으로 낮아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수

의 실업보험과 극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실업자들에게 양호한 사

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표 인 유연안정성 모델의 로 알려져 있

다. 그 결과 덴마크는 속한 고용창출, 실업률의 감, 양호한 거시경제

실  등을 달성함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에서

도 벤치마킹의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고용 략

의 기본원리로서 유연안정성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과 고

용을 한 통합 지침” 제 21조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덴마크와 유사한 유연안정성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외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 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정책의 방

향으로서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하면서 특히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의 극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서비스의 확충  선진화, 고용의 퇴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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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유연성 보장, 사회안 망의 확충 등을 주장하 다.10)

그러나 이러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 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한 비 도 존재하고 있다. 덴마크의 낮은 성장

실 , 높은 은폐된 실업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의 50%에 달하는 높

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덴마크 모델이 결코 성공사례로 간주되거나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진실이 제 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비 하고 있다.

이 에서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를 토 로 한국에 주는 시사 을 찾는데 그 목 이 있다. 이 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먼  덴

마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연안정성 정책의 주요 요소  그 역사 , 제

도  맥락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 한 평

가와 문제 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덴마크 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

을 서술하 다. 

본 연구를 해 다양한 문헌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기 해 덴마크 지를 방문하여 노, 사단체  학계를 

상 로 인터뷰  자료 수집을 하 다.11) 

10) 주 1)의 여러 정부문서,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2007) 참조.
11) 기간: 2009. 2. 23~2009. 3. 2. 방문기 : 덴마크노동조합총연맹(LO), 덴마크산업노동조합

연맹(Co-industri), 덴마크사용자총연맹(DA),  코펜하겐 학교 고용 계연구센터(F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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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가. 황금삼각형 모델

덴마크 모델은 이른바 “황 삼각형”(golden triangle)으로 불리는 세 

가지 요소, 즉 유연한 노동시장, 한 실업보험, 그리고 극 인 활성

화정책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Madsen, 2006b).

먼  그림 쪽의 원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덴마크에서는 기

본 으로 기업에게 채용과 해고의 자유가 주어지며 매우 높은 수 의 

수량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직장이동률  고

용과 실업 사이의 이동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유연한 노동시장

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고용창출률이 높아지며 이는 다시 노동

자들의 고용안정성(동일기업에서의 직장안정성이 아니라)을 높여 다는 

것이다.

왼쪽 아래 원은 실업자에 한 매우 한 실업 여 등 경제  지원 

보장을 의미한다. 덴마크에서는 실업 후 최  4년간 실업  소득의 최

 90%까지 실업 여를 지 하는 등 충분한 경제  지원을 해주고 있

으며 따라서 해고가 되더라도 생활에 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노동자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하

고 있다.

오른쪽 아래의 원은 극 인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극  

노동시장정책)을 의미한다. 한 실업 여는 자칫 실업자들의 노동시

장 참여의욕을 하시킴으로써 국가의 복지지출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낳

을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해 실업자들의 활성화정책 참여를 의무화

시키고 극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실업자의 숙련수 을 향상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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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들의 재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림 3-1〕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자료: Madsen(2006)

이 그림에서 세 원 사이의 화살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복지, 그리고 

극  노동시장 로그램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한 실업 여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개의 화살표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매년 실업의 향을 받지만 동시에 짧은 기간의 실업 후, 곧 

일자리로 복귀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으로 곧 복귀하

지 못한 사람들은 극  노동시장 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노리게 된다.

이러한 황 삼각형의 개념 아래 놓인 논리는 곧 덴마크의 고용체제의 

성공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한 독특한 제도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고용보호규제가 낮은 덕에 사용자들은 단기간의 고기간을 거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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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노동시

장 유연성을 리며 이는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사회안 망

과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덴마크는 다른 북구 복지국가들과 유사

한 안정성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Madsen, 2006).   

  

  나. 유연안정성 모델의 구체적 내용

(1) 유연한 노동시장

1) 채용  해고의 자유와 그 규제

  

덴마크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한 규제가 매우 

약하다. 비단 채용과 해고에 한 규제뿐만 아니라 최 임 , 근로시간, 

유 휴가 등에 한 규제도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개별 

해고에 한 규제는 매우 유연하다. 부당해고를 지하는 일반  법률은 

없으며 원칙 으로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권리를 가진다. 즉 고용계약의 종료에 한 권리는 사용자의 경 권  

업무지시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덴마크 노동법의 일반  기본원리로 간주

되고 있다(Hasselbalch and Jacobsen, 1999). 덴마크에서 이처럼 노동

시장에 한 규제가 약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통의 산물이라는 에 유의해야 한다. 100여 년 인 1899년

에 이미 노사는 9월 합의(September Compromise)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신 고용주의 채용과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 다. 

이처럼 덴마크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한 규제가 

매우 약하며 특히 해고에 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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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동시에 해고에 한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덴마크

에서의 해고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상  언 이며, 이를 미국의 임의해고제

(employment-at-will)와 혼동하는 것은 오해이다. 채용과 해고가 완 히 

자유로운 미국과는 달리 덴마크에서는 해고에 한 상당한 규제가 존재

하며 다른 노동조건에 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Hasselbalch 

and Jacobsen, 1999). 

첫째, 입법에 의한 규제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6). 덴마

크에서 노동시장에 한 규제는 주로 산별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 간의 

산별 단체 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한 다양한 입법이 존재한다. 이 경우 입법이 단체 약의 효력에 우선하

게 된다. 먼  해고에 한 일반  규제로서는 임신, 출산, 동일노동 동

일처우(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  의견, 성  취향, 연령, 장애, 

국 , 사회 , 민족  출신), 결사의 자유, 의무  군복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원칙 으로 지되어 있다. 다음으로 여러 특별법에 의한 해

당 분야의 해고규제가 있다. 즉 ▲공무원법 ▲ 피용자법 ▲농업  

가사분야 고용 계법 ▲상선법 ▲각종 습법  례법 등이 그것이다.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제한의 내용은 주로 해고 고기간, 해

고수당, 해고 차, 부당해고 등에 한 것이다.

둘째, 단체 약에 의한 규제가 있다. 법률에 의해 해고규제가 이루어

지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와는 달리 정규직 블루칼라 노동자의 경우 별도

의 법률이 없이 단체 약으로 해고규제가 이루어진다. 즉 산별 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에 의해 체결된 산업 체/부문별 단체 약에 의해 일정

한 해고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컨  ▲노조활동 방해를 목 으로 한 

해고 ▲단체 약의 규정을 회피하기 한 해고 ▲질병이나 휴가와 련

된 해고 ▲노조 간부에 한 해고 등은 부당해고로 규정된다. 일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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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경우에도 화이트칼라와 마찬가지로 해고 고기간  해고수당 등에 

한 규제가 있다. 체 블루칼라 노동자의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

고 있고 거의 부분의 노동자가 단체 약의 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하면 덴마크에서 해고규제의 주된 수단은 주로 단체 약에 의한 

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유럽연합(EU) 지령에 의한 규제가 있다. 유럽연합은 체 회원

국에 공통으로 용되는 일련의 해고 련 지령들(directives)을 발표하고 

있다. 회원국은 이를 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지령에 따라 국내법을 입

법하거나 혹은 지령 자체가 국내법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다. 

컨  ▲ 트타임 노동자 지령 ▲기간제 노동자 지령 ▲ 견노동자 지

령 ▲노동시간에 한 지령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련법률  단체 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해고규제의 내

용을 살펴보면 그 부분은 해고 고기간에 한 규제이다. 〈표 2-1〉

에는 산업별 해고 고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건설업의 단체 약에서는 

체로 해고 고기간이 매우 짧아 근속기간 1년 이상 노동자의 경우 3

일, 근속기간 5년 이상 노동자의 경우 5일의 해고 고기간 경과 후 해

고가 가능하다. 이들 노동자의 비 이 체 민간부문 피용자에서 차지하

는 비 은 약 10% 정도이다. 제조업을 비롯한 그 밖의 산업에서의 블

루칼라 노동자의 경우 근속기간 1년 경과 후 21일 해고 고기간, 근속

기간 5년 경과 후 2개월, 10년 경과 후 3개월의 해고 고기간을 거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 은 약 40% 정도이다. 한편 화

이트칼라 노동자의 경우 화이트칼라노동법에 의해 규제되는데 이들은 보

다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즉 근속기간 1년 경과 후 3개월, 5년 경과 

후 4개월, 10년 경과 후 6개월의 해고 고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들이 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 50% 정도이다. 그밖에 

공무원은 3개월, 농업  민간가사분야 노동자들은 근속 12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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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개월의 해고 고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산업별, 직종별 해고예고기간

근속기간 

1년 경과

근속기간 

5년 경과

근속기간 

10년 경과 
민간부문 피용자에서 

점하는 비율 

건설업     3 일     5 일    5 일   약 10%
제조업, 운수업 등    21 일   2 개월    3 개월    약 40%

봉급피용자  3 개월   4 개월    6 개월    약 50%
자료: LO 내부자료.

개별해고가 아닌 경 상의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경제 , 기술 , 구조 , 혹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해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해고의 경우와 마

찬가지의 해고 고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다. 만약 고기간을 지키지 않

을 경우 해고자에 한 경제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액은 최고 6개월

분 임 이 한도이지만 부분 3~4개월분을 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의할 의무도 지게 된다. 이는 집단해고에 한 EU 지령의 

결과로 생긴 새로운 규제로서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경우 피용자법, 

그리고 블루칼라 노동자의 경우 단체 약에 각각 집단해고에 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Andersen and Mailand, 2005).

 

2) 비정규근로 련 규제

과거 덴마크에서는 비정규근로 련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러나 재는 새로운 EU 지령에 따라 기간제, 트타임, 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계약에 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들 비정규직에 

한 규제는 부분 정규직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단체 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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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견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에 

한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덴마크에서 견노동의 비 은 매우 낮아서 2006년 재 체 노동자

의 0.9%만이 견노동자이다. 그러나 이는 1999년의 0.3%에 비하면 

세배로 증가한 수치이다(Bredgaard et al., 2009). 

덴마크의 경우 견에 한 일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견회사

는 자유로이 업을 할 수 있으며 견노동자에 한 특별한 규제법도 

없다. 신 다른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단체 약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견노동자의 경우 1995년 이후 블루칼라 단체 약의 일부로서 규제 

조항이 존재해 왔다. 즉 자신의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견하는 회사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단체의 회원이며 따라서 단체 약의 용을 받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 견회사는 단체 약의 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이들 회사 소속의 견노동자들도 사용회사의 동등 노동자와 동일한 임

  근로조건을 릴 권리가 있다고 산별 단체 약에 규정되어 있

다.12) 특히 최근 동구권 등의 새로운 EU 회원국으로부터 노동력을 공

하는 인력공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면서 이 조항은 매우 요하게 되

었다. 이 경우 외국으로부터 덴마크로 견된 외국인 견노동자들도 덴

마크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 의 임   근로조건을 단체 약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로 단체 약에 의해 견노동을 규제해 왔던 덴마크

의 통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2008년 11월 유럽연합이 “ 견노동에 한 지령”13)을 공포하 는데 그 

12) 견노동자의 단체 약 용률은 재 약 80% 정도이다(EIRO, 2008).
13) EU(2008),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EU, 3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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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견노동자에 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역시 이 지령을 국내법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시행해야 하며 나아가 약 용을 받지 않는 견노동자들을 

한 추가 인 입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Bredgaard et al., 2009).

덴마크에서 기간제 노동의 비 은 2007년 재 체 노동자의 9% 

정도로서 비교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는 기간

제 노동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덴마크에서는 이 비 이 1996

년의 11%로부터 2007년 9%로 오히려 었는데 이것은 역시 정규직에 

한 해고의 용이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Bredgaard et al., 2009).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 을 받고 있지만 그 격차는 6-7%에 불과해서 한국에서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Eriksson and Jensen, 2003).

덴마크에서 기간제 노동은 법률과 단체 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해

고 고기간 만 제외하면 기간제 노동자는 일반 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 약(블루칼라 노동의 경우), 혹은 동일한 법률(화이트칼라 노동의 

경우)을 용받고 있으며 따라서 유 휴가, 근속우 , 유 병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2003년 이후 모든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제 계약에 한 법률”의 

용을 받게 되었다. 이 법률은 1999년 채택된 유럽연합의 “기간제 노동

에 한 지령”14)에 근거한 것이다. 이 지령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서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가능성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한 것이다. 컨  기간제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업훈련에 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기업에서 빈자리가 발생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일자

14) EU(1999),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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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환될 수 있도록 빈 일자리에 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 등이다. 이 법률은 한 고용주가 기간제 고용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

른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규

직의) 육아휴직이나 병가, 혹은 과업달성을 한 기간 연장 등 객 인 

사정이 있을 때만 기간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직종(주로 교육이나 학술분야)에서는 기간제 계약의 갱신회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다. 

3)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표

덴마크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몇 가지 지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먼  OECD(2004)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지표를 살펴보면 

고용보호입법지수(EPL 지수) 순으로 늘어놓을 경우, 덴마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스 스, 

헝가리에 이어 9번째로 고용보호수 이 낮은 나라로 평가된다. 이는 

통 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형 국가에 뒤이어 유럽 륙국가 가운데

서는 가장 낮은 고용보호 수 이다. 특히 정규직에 한 고용보호 규제

는 미국, 국, 스 스,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OECD

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덴마크의 고용보호수 이 미형 국가

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높다는 이다. 특히 비정규직( 견노동자)에 

한 보호수 은 상당히 높아 OECD 회원국 가운데 간 정도이며, 집단

해고의 경우에는 체 28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고용보호규제가 엄격

한 은 흔히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덴마크의 고용보호는 정규직

에 한 상 으로 낮은 수 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한 간 정도의 

보호, 그리고 집단해고에 한 엄격한 규제라는 특징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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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OECD 주요회원국의 고용보호입법지수

국가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파견) 집단해고

미국 0.7(1) 0.2(1) 0.3 (1) 2.9(10)
영국 1.1(2) 1.1(2) 0.4 (3) 2.9(10)

캐나다 1.1(2) 1.3(4) 0.3 (1) 2.9(10)
아일랜드 1.3(4) 1.6(7) 0.6 (6) 2.4 (6)
뉴질랜드 1.3(4) 1.7(8) 1.3(11) 0.4 (1)

호주 1.5(6) 1.5(5) 0.9 (7) 2.9(10)
스위스 1.6(7) 1.2(3) 1.1 (8) 3.9(23)
헝가리 1.7(8) 1.9 (11) 1.1 (8) 2.9(10)
덴마크 1.8(9) 1.5 (5) 1.4(14) 3.9(23)
일본 1.8(9) 2.4 (16) 1.3(11) 1.5 (2)
체코 1.9 (11) 3.3 (26) 0.5 (5) 2.1 (4)
한국 2.0 (12) 2.4 (16) 1.7(17) 1.9 (3)

슬로바키아 2.0 (12) 3.5 (27) 0.4 (3) 2.5 (8)
핀란드 2.1 (14) 2.2 (12) 1.9(19) 2.6 (9)
폴란드 2.1 (14) 2.2 (12) 1.3(11) 4.1(25)

오스트리아 2.2 (16) 2.4 (16) 1.5(15) 3.3(18)
네덜란드 2.3 (17) 3.1 (25) 1.2(10) 3.0(16)
이탈리아 2.4 (18) 1.8 (10) 2.1(20) 4.9(28)
벨기에 2.5 (19) 1.7(8) 2.6(21) 4.1(25)
독일 2.5 (19) 2.7 (23) 1.8(18) 3.8(21)

스웨덴 2.6 (21) 2.9 (24) 1.6(16) 4.5(27)
노르웨이 2.6 (21) 2.3 (14) 2.9(23) 2.9(10)
프랑스 2.9 (23) 2.5 (20) 3.6(26) 2.1 (4)
그리스 2.9 (23) 2.4 (16) 3.3(24) 3.3(18)
스페인 3.1 (25) 2.6 (21) 3.5(25) 3.1(17)
멕시코 3.2 (26) 2.3 (14) 4.0(27) 3.8(21)

포르투갈 3.5 (27) 4.3 (28) 2.8(22) 3.6(20)
터키 3.5 (27) 2.6 (21) 4.9(28) 2.4 (6)

주: * Version 2(집단해고 규제 포함),  (   )안은 순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 관대한 실업급여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요한 축은 

실업보험제도이다. 한 실업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안심

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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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제도는 ▲실업보험기  가입자에 한 소득보장인 실업 여와 ▲

실업 여 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한 소득보장인 부조  사회

복귀훈련 여가 있다. 

1) 실업보험 여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는 임의가입제도로서 각자가 자유로이 가입여부

를 결정할 수 있지만 체 노동력의 83%, 체 임 노동자의 약 90%

가 실업보험기 에 가입되어 있어 보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실업

여 수 을 해서는 실업보험기 (A-kasse)에 가입하고 기여 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실업보험기 은 주로 직능별로 조직되며 직능별 노동조합

의 표자에 의해 운 되는 임의의 인가법인이다. 2008년 시 에서 총 

29개의 인가된 실업보험기 이 있는데 그 가운데 6개는 특정직종 노동

자기 이며, 12개는 특정직종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 자에게도 가입자

격을 주는 기 이고, 3개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가입을 

허락하는 직종간 기 이며, 8개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와 자

자에게 가입을 허락하는 직종간 기 이다(Arbejdsdirektoratet, 2008). 

덴마크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입  실업보험기 에의 가입이 임의이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보험기  가입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단 실업보험기  가입은 노동조합원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가입제를 받아들이고 있다.15)

이처럼 노동조합에 의해 실업보험이 운 되는 이른바 겐트(Ghent) 제

15) 이 가입제가 유지되는 이유에 해서는 노조와 기  간의 한 계(동일 건물, 사무

소 사용), 동일 직종 상 조직  가입, 노조의 고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원인이 지

되고 있음. 단 앞으로 노조와 기  간의 상호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 에만 가입하고 

노조에는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노조조직률이 재의 80% 수 으로부터 

50-60% 수 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Lin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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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으로서 19세기 

후반 노동조합이 자발 으로 조합원들을 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한 데

서 연유하고 있다. 1970년 실업보험수정법에 의해 이는 국가의 재정지

원을 받는 공 인 사회보험의 일부로 환되었으나 그 운 은 여 히 

노조가 맡는 임의보험형태로 되어 있다 (Clasen and Viebrock, 2008; 

Lind, 2007). 단 기에 노조에 의해 직  운 되던 것과는 달리 재 

실업보험기 은 형식 으로는 노조와는 독립 인 조직이며 실업보험기

의 한계증가액은 액 정부의 재정자 으로 지원되는 신, 기  운 에 

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2001년 집권한 자유-보수당 정부는 실업보험기 을 노조로부터 독립

시키는 동시에 모든 산업, 직종을 망라한 통합을 추진하 다. 그러나 노

조와 실업보험기 들의 반 로 이는 실패하 다. 신 2002년의 실업보

험법 개정에 의해 산업, 직종을 불문하고 가입자를 받는 통합기 을 허

용함으로써 그 수가 증 되고 있는 상황이다(EIRO, 2002). 이것이 실제

로 실업보험제도에 한 노조의 향력 약화  노조 조직력 약화로 곧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향 자체는 확실한데 즉 노조가 통제

하는 기 의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신 통합기  가입자의 수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Lind, 2007). 

아래에서는 덴마크 실업보험제도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해 살펴보

기로 한다(日本勞動硏究機構歐洲事務所, 2003; Arbejdsdirektoratet, 

2008).

16) 겐트 제도는 정부나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사회복지지출, 특히 실업 여의 주된 책

임을 맡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벨기에의 도시 겐트(Ghent)를 따

서 겐트 제도라고 부른다. 겐트 제도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주로 북유

럽 국가들에서 지배 인 실업보험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부분의 경우 실업보험기 의 운

은 노동조합이 맡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보조 을 지 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겐트 제도 하에서는 실업 여를 수 하기 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노조 조

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Ghent system," Wikipedia 인터넷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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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실업보험기 에의 가입조건으로서는  덴마크 거주의 18~65세인 

사람으로서 당해 기 이 상으로 하는 직업 역에서 기 에의 1년간 

가입기간에 더하여 과거 3년간에 풀타임이라면 1,924 시간(52주) 이상, 

트타임이라면 1,258시간(34주) 이상의 취업실 이 있을 것을 조건으

로 하고 있다. 단 교육기간이 18개월 이상의 문교육(기 이 상으로 

하는 분야 혹은 직업에 연계된 문교육)을 수료하고 교육기  수료 2

주간 까지 기 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 자격이 있다. 

실업 여 지원기간은 과거에는 최  7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차

츰 단축되어 재는 최 지원기간이 4년이며 그 가운데 순수한 실업

여 지 기간이 1년, 활성화 기간(activation period: 의무 으로 극  

노동시장정책인 직업훈련 혹은 시험취업 등에 참여하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단 25세 미만 청년실업자에 해서는 실업 여 수 기간은 6

개월이며 활성화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이러한 이 수 기간제도는 높

은 실업 여수 으로 인한 근로동기 약화를 방지하기 하여 도입된 것

이다. 

실업 여액은 실업 직  12주간의 평균소득으로부터 노동시장세(8%)

를 공제한 후의 액의 90%를 최고한도로 하고 있다. 단 최고한도액은 

2008년 재 1주당 3,515 크로네(풀타임)이다.17) 트타임은 풀타임의 

2/3를 최고한도액으로 하고 있다. 최고한도액은 임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다.

실업보험의 재정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 (보험료)과 국가의 

재정보조 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보다 훨씬 큰 수입부분이 조세로부터 

나오는 국가보조 인데 이는 일반조세와 노동시장세(모든 취업자의 총소

득의 8% 부과)로 충당된다. 

17) Work in Denmark, "Unemployment Benefits," 인터넷 웹사이트 참조

(http://www.workindenmark.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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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실업보험기 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불황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실업 여 지 액이 늘어나는 경우 그 

한계비용은 모두 국가가 조세로 지원하게 된다. 이때 한 가지 큰 우려는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과연 노동시장기 으로 충분히 재정충당이 가능한

가의 문제이다(Woolsey, 2008). 

  

2) 실업보험 미가입자에 한 사회복지지원

덴마크에는 실업 여기간이 종료된 실업자들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업지원 (실업부조)은 없으며 이들에 한 지원은 소득층을 한 사

회보장 여에 통합되어 있다. 실업보험기 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여의 지원 상이다. 사회보장 여는 각 지자체 정

부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사회보장 여는 실업  장기 인 질병, 임신  출산, 이혼, 부양자

의 상실 등 상 불가능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수입을 상실하고 재산을 

가지지 못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여인데 실업 여와는 달리 수 자의 소득이나 자

산,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 되는 방식(means-test 방식)으로 

지 된다. 여액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정상 인 실업 여의 약 80% 

정도 수 이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약 60% 정도이다. 지원한도액은 

종  취업 시의 소득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실업 여와 

사회보장 여의 가장 큰 차이 은 means-test 여부이다. 더욱이 사회보

장 여는 수 자의 가족 상황에도 의존한다. 기간이 무한정이란 도 차

이 이다.

사회보장 여 역시 수  시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며 

취직이나 직업능력개발을 한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 자격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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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 여 수  의 25세 미만 청년실업자에 해

서는 사회보장 여 수 개시 시 으로부터 13주 이내에 무엇인가의 고

용 진 로젝트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3) 실업보험제도의 국제비교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소득

체율과 수 기간을 가진 한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먼  소득

체율 면에서는 앞에서 본 로 실업  소득의 최고 90%까지 실업 여

를 지 하지만 실제로는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실업 여에 한 소

득세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부분 90%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업 여를 받고 있다. 소득세를 제외한 순소득 기 으로 보면, 자녀 2

명을 가지고 있고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만 소득이 있는 평균임  수

의 노동자의 경우 순 체율은 2007년 재 73%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평균임 의 2/3 수 의 임 을 받는 임 층의 경우 순 체율은 89%

로 나타나 임 층일수록 순 체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OECD, 

2007; Madsen, 2006). 

아래 그림에서 보는 로 덴마크의 실업 여 체율은 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상 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보다 높은 순 체율

을 가진 나라도 8개국이나 있어 덴마크가 최상 권인 것은 아니다. 참고

로 한국은 순 체율이 49%로서 27개국 가운데 꼴 에서 세 번째에 머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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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OECD 회원국들의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2007)

주: 자녀 2인, 부부 한쪽만 소득,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
Nz=뉴질랜드 Gr=그리스 Ko=한국 Po=폴란드 US=미국 Ja=일본 Be=벨기에 Sl=슬로바크 UK=영국 

Au=호주 Sw=스웨덴 Cz=체코 Ir=아일랜드 At=오스트리아 Fr=프랑스 No=노르웨에 It=이탈리아 

Ge=독일 De=덴마크 Hu=헝가리 Fi=핀란드 Ne=네덜란드 Sp=스페인 Ca=캐나다 Pr=포르투갈 

Si=스위스 Lu=룩셈부르크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2007.

〔그림 3-3〕실업급여의 최대지급기간(40세 실업자)

(단위: 개월) 

자료: OEC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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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업 여의 최고지 기간 면에서도 덴마크는 4년(48개월)으로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길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 다음으로 긴 지 기간을 가진 나라는 랑스로서 30개월이

며 나머지 부분의 나라들은 1년 미만의 실업 여 지 기간을 가지고 

있다.

 

(3)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

1) 활성화 정책의 변화과정

한 실업지원정책이 근로동기에 미치는 나쁜 향을 방지하기 

해 실업자가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의무 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활성화 정책” (activation 

policy= 극  노동시장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0년  들어 본격 으

로 시행되기 시작하 다. 즉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민당 집권 시

기에 덴마크 노동시장정책은 커다란 개 을 수행하 다. 그 주요 내용은 

실업자가 실업 여를 수 할 수 있는 최 기간  그 가운데 소극  기

간을 단축한 것이다. 1994년 이 까지만 해도 실업 여 수 기간은 사

실상 무한정이었다. 그러다가 1994년의 개 에 의해 실업 여 최 수

기간을 7년, 그 가운데 소극  기간을 4년(이 기간  12개월의 활성화

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었음)으로 정하 으며 1996년에는 

최 수 기간을 6년, 소극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 고, 청소년 실업자

의 경우 6개월로 단축하 다. 실업 여의 최 수 기간과 소극  기간은 

계속 단축되어 2001년에는 각각 4년, 1년으로 단축되었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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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실업급여의 최대수급기간과 소극적 정책기간의 변화추이

  주: 2003년은 7월 1일 자료이며, 나머지는 1월 1일 자료임.
자료: Andersen and Svarer(2007).

2001년 총선에서 사민당 정부가 패배하고, 보수-자유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도우 정부가 들어섰다. 보수-자유당 정부는 2003년 새로운 노

동시장정책 개 을 단행하 다. 이 정책은 실업자의 취업 인센티 를 강

화하기 해 사회보장 여를 축소하고 활성화 정책 참가의무를 폭 

강화하는 내용이었다(Jørgensen, 2009). 도우  정부는 2007-2009년

에 걸쳐 다시 한번 활성화 정책의 폭 인 개 을 추진하 는데 그 주

요내용은 실업자 지원체제를 단일화하고 실업자 지원서비스정책의 의사

결정구조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한편, 시장화  경쟁요소를 도입하

는 것 등이었다(Lind, 2009).

  

2) 활성화 로그램의 주요 내용

실업자는 일단 실업기간이 3개월을 과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훈

련,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게 될지를 고용지원기  담당 (case 

worker)으로부터 카운슬링을 받은 후에 취로를 한 개별행동계획을 작

성하여야 한다. 이 행동계획 가운데는 개개인이 가진 노동 숙련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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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명확하게 밝 져야 한다. 이 행동계획은 고객의 요망뿐만 아니라 

담당 과의 합의 하에 작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계획은 실 이어야 

한다. 만약 행동계획의 작성을 게을리 한 경우는 실업 여의 일부가 정

지된다(Lindsay and Mailand, 2004).

실업 여 수 기간이 1년(청소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형

태로든 활성화 정책에의 참가가 의무화된다. 어떠한 형태의 활성화 정책

에 참가할 것인지는 실업자 본인과 담담  간의 상담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실업자가 공정한 활성화 로그램에의 참여를 거부한 경

우에는 실업 여의 권리를 일정 기간 상실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 히 실업 여 수 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활성화 기간에 로

그램에의 참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 여의 권리를 즉시 상실하게 된

다. 실업보험 미가입자도 마찬가지로 3주 내에 사회보장 여의 3분의 1

을 삭감당하게 된다. 

활성화 정책의 주요 로그램 내용을 보면 ▲임 보조를 받는 장직

업훈련 ▲임 보조를 받는 개별 인 직업훈련 ▲교육 ▲자원 사 등이 

있다(Lindsay and Mailand, 2004). 그런데 2007-9년에 걸친 도우

정부의 활성화 정책 개 에 의해 활성화 수단의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LInd, 2009). 즉 ▲활성화 조치 내에 처벌요소가 강

화되었으며 ▲과거에는 실업자에 해 숙련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질  정책 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통합정책을 지향하 으나 새로운 정

책 하에서는 임 노동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취업”이 최우선 목표로 되

었고 ▲과거에는 실업자의 개별 행동계획 작성 시 가장 리 쓰 던 수

단은 교육, 훈련이었지만 이제 개별 행동계획은 취업계획(job plan)으로 

바 었다. 즉 즉각 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된 것이다. 

일자리의 종류나 근로조건은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회  지원

상자들은 일을 하기 어려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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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노력과 수단이 요

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각 인 처벌

이 뒤따르게 된다. 

3) 극  노동시장정책의 국제비교

덴마크는 극   소극  노동시장정책수단에 한 지출 면에서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  수 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

마크의 노동시장정책지출의  GDP 비율은 2005년 재 3.9%로서 선진

국 가운데 최고수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비율이며 국이나 미국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높은 수 이다. 특히 극

 노동시장정책의 비 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이 에 띤다. 

〔그림 3-5〕소극적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의 대 GDP 비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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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ørgens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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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적극적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의 대 GDP 비율 비교

적극적 조치 소극적 조치 합 계
EU 15개국 0.545 1.413 1.958

덴마크 1.433 2.514 3.947
독일 0.616 2.346 2.962
영국 0.116 0.187 0.303

자료: Andersen and Svarer(2007).

3.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과와 한계

  가. 덴마크 모델의 성과와 그 평가

(1) 거시경제의 성과와 형평성

1) 거시경제의 성과

덴마크 경제는 본격 인 노동시장 개 정책이 실시된 1994년 이후 15

년간 비교  잘 작동되어 왔다. 덴마크는 비교  높은 성장률과 소득분

배의 평 화를 달성하 으며 실업률은 2006년에 과거 30년간 최 수

에 도달하 다. 2008년의 세계경제 기로 덴마크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

지기 까지만 해도 오히려 덴마크 정부는 경기과열로 인한 임 상승과 

노동력부족  인 를 우려하여 긴축  재정, 융정책을 운용할 정도

다. 성장률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인  억제 등에서 보

는 것처럼 거시경제지표 반에 걸쳐 덴마크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우

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단순한 양  성장뿐만 아니라 GDP의  많은 부분이 보건의료, 교

육, 고령자  아동보호 등 공  서비스 분야로 지출됨으로써 복지국가 

정책이 강화되어 온 도 에 띤다(OECD, 2008).

이러한 덴마크 경제의 성과는 70년 의 열악한 성과에 비하면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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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 할 수 있다. 덴마크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 의 결과로 공공  

민간 축의 강화와 노동시장  제품시장의 개선에 성공한 것이 재의 

양호한 경제  성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덴마크의 정책결정자들은 통 인 효율성  평등성 논쟁을 넘어서

서 효율성과 평등성을 결합하는 방법을 발견하 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는 80년  이후 복지국가가 후퇴한 반면 덴마크에서는 복지제도를 유지

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  효과인 노동시장 퇴출동기 억제가 가능했다. 

조세제도 역시 한계세율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총 조세부담률을 상승시키

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에 비한 범한 략 형성에 있어 상당히 

범한 정치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공  부채 감소를 한 공  부문

의 흑자가 지속되었다(Gaard and Kieler, 2005). 

이러한 덴마크의 목할만한 경제실 은 한 복지국가와 높은 소

득평등성을 강력한 노동시장 성과  잘 작동되는 경제와 결합한 로

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상이 되고 있다.

사실 1980년 까지만 해도 덴마크 경제는 매우 열악한 거시경제성과

를 보 다. 1974~75년의 제1차 석유 기와 1980~81년의 제 2차 석유

기 시기에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마이 스를 기록했으며, 80년

 들어와서도 80년  반기에는 비교  강한 성장세를 보 으나 후반

기에 들어와 경제는 다시 침체상태에 빠져 1~2%의 성장에 머물 다. 

그러나 1993~94년의 노동시장 개 정책 이후 덴마크 경제는 다시 힘찬 

성장세를 보여 90년  반에 3~5% 의 비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다. 이후 2001~2003년의 상  성장 이후 경제는 최근의 세계경

제 기 이 까지 덴마크 경제는 비교  안정 인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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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실질경제성장률 추이(197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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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인 이션  경상수지 면에서도 덴마크 경

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의 소비자물

가상승률은 1970년 ~80년  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숫자를 넘나드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 다. 1974년 제1차 석유 기와 1979년의 제2차 

석유 기 시기에 인 이션율은 두 자리 숫자로 치솟았으나 80년  

반 이후 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90년  반 이후에는 2% 내외

의 매우 안정 인 물가상승률을 지속하 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인  압력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구조  실업률(NAIRU: 인 회피  실업률)이 하락하 기 때문이다. 

 실업 여제도의 개 과 극  노동시장정책의 결과로 실업자들의 기

술 향상이 이루어졌고, 인근 EU 국가들로부터의 임  노동자의 유입, 

분산화된 임 교섭 등의 결과로 임 상승률이 낮은 선에서 억제된 것도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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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소비자물가상승률의 추이 (197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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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그림 3-8〕경상수지의 추이(1988~2008)

(단위:1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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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수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덴마크는 80년  말 이 까지만 

해도 만성 인 경상수지 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1970~80년

에 걸쳐 수지 자폭은  확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경상

수지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거의 바랄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러나 

1990년  들어와서 덴마크의 경상수지는 흑자로 환되었으며, 1998년

의 외를 제외하면 재까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들어와 경상수지 흑자액은 폭 증가하여 2005년에는 100억 달러 이상

의 경상수지 흑자액을 기록하 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흑자 환에는 북해유 으로부터 나오는 석유와 

통 인 해운국가의 혜택을 입은 해운으로부터의 수입(收入) 증가도 기

여하 지만 반 으로 수출경쟁력의 향상에 기인한 바 크다(Andersen, 

et al., 2006). 

덴마크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조사한 2008-2009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의하면 덴마크는 

5.58 을 얻어 미국, 스 스에 이어 세계 3 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었다(World Economic Forum, 2008).

문제는 덴마크의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실 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

는 이다. 이에 해 Andersen 등(2006)은 1인당 생산을 고용률, 노동

시간, 1인당 생산성 등으로 분해한 결과, 노동시장 참가율  노동시간 

등은 계속 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성의 상승으로 인해 

고 성장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 이러한 1인당 생산성의 

상승은 물  자본  인  자본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구조변화에 기인하 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OECD(2008)는 지난 10년간 덴마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

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와 구조개  등에 한 확고한 의지 

 극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의 유지, 실업률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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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한 공공재정 등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90년  반 이후 덴마크가 양호한 거시경제실 을 올릴 수 있

었던 것은 어느 한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  기업정책 등)이 종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소득분배의 형평성 

놀라운 것은 덴마크가 미형 국가들처럼 복지국가정책의 큰 후퇴 없

이도 이러한 경제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덴마크의 사회정책에 

한 공공지출의  GDP 비 은 80년  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29% 수 에 달한 후 이후 다소 등락 추이를 보 으나 기본

으로 26~27% 수 에서 매우 안정 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지니계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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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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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의 불평등지수(지니계수)는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나 매우 안정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

의 이러한 불평등지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평등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덴마크는 거시경제실 과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경제성장

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평가될 수 있다.

3) 거시경제실 에 한 평가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덴마크 경제는 1980년 까지만 해도 매우 열

악한 거시경제실 을 보 다. 제 1차, 제 2차 석유 기로 인한 마이 스 

성장, 두 자리 숫자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 율, 고질 인 

경상수지 자 등 덴마크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민간 축

률은 낮았고 공공부문의 부채액은 매우 커서 1982년에는 공공부문 자

액이 GDP의 9%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1990년 에 들어와 극  역 이 이루어졌다. 비

교  건실한 경제성장률,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 인 이션의 억제, 

경상수지의 흑자 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미형 국가와는 

달리 높은 복지국가제도가 그 로 유지된 도 특기 할만하다. 이에 따

라 소득분배의 평 화와 빈곤율의 하가 이루어졌다. 공공서비스는 높

은 품질을 유지하 고 축률 역시 높아졌다. 실로 이를 가리켜 “덴마크

의 기 ”(Schwartz, 2001)이라고 부를만한 한 실 이라 하겠다.

그러나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경우 이른바 "덴마크의 기 "에 문

제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덴마크의 거시경제실 은 과연 ‘기 ’이라고 불릴 만큼 양호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1994~2008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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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덴마크의 실 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평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  덴마크의 평균성장률은 2.3%

는데 이는 아일랜드(6.8%)나 한국(5.2%) 등 고성장국은 물론이고 핀

란드(3.7%), 네덜란드(2.8%), 노르웨이(3.2%), 스웨덴(2.9%) 등 이웃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성장률이다. 이와 동시에 국(2.9%), 

미국(2.9%) 미형 국가들 역시 평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자유시장체제, 혹은 노동유연성=고성장률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림 3-10〕1994~2008년 평균성장률 비교

자료: OECD.

결국 경제성장률에 한 한 “덴마크의 기 ”은 무 과  포장되어 

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 "은 상 인 개념에 불과하다. 덴

마크 외에도 유럽에는 다른 성공신화가 많다. 즉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

스트리아, 스 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국 등이 나름 로 양호한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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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 을 자랑한다. 그 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모두 유연안정성 모델

은 아니다. 따라서 "덴마크의 기 "이란 오직 독일, 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들과 비교할 때만 해당한다고 하겠다.

둘째, 덴마크의 양호한 거시경제실 은 과연 유연안정성 모델 때문인

가의 문제이다. 사실 덴마크는 1990년  이후 노동시장 개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그 부분은 실업률 감소

를 목표로 한 확  재정, 융정책이었다.

1992년 사민당 집권 후 실시한 일련의 확  재정정책과 리의 

주택 당 부의 증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한 것이 성장률 증  

실업률 락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시장 개 정책, 특히 

활성화 정책이 기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역시 90년  반 이후 덴

마크 경제의 성장은 정부의 확  재정, 융정책에 따른 형 인 "수

요견인형" 경제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OECD, 2008; Andersen et 

al., 2006). 

특히 주택투자 붐이 경제성장  고용증 에 크게 기여하 다. 주택

당부 출(morgage) 채권의재 융에 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결정  계

기가 되었는데 이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체에 걸친 경제 기를 

가져온 주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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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성과

1) 노동시장의 성과

이른바 "덴마크의 기 "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특히 실업률의 속한 하락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 당시의 

덴마크의 실업률은 10.1%로서 다른 유럽국가 평균(10.0%)과 비슷한 수

이었지만 OECD 평균(7.8%)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 이었다. 그러

나 1994년의 노동시장 개  이후 덴마크의 실업률은 속한 하락추이를 

보여 2000년에는 4.3%까지 떨어졌다. 이후 경기악화로 실업률은 약간 

높아져 2004년 5.5%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7년 재 

3.8% 수 으로 떨어졌다. 이는 유로 평균(7.4%)이나 OECD 평균

(5.6%)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 이다.

〔그림 3-11〕실업률의 추이 비교(1993~2007)

주: 실업률 정의: OECD 기준 표준화 실업률.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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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1994년의 54.0%로부터 2007년에는 29.5%로, 그리

고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32.1%로부터 18.2%로 크게 떨어

짐으로써 덴마크의 실업률 하가 구조  실업률 하를 동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기간  유럽지역이나 OECD 회원국 평균 장

기실업자 비율에 큰 개선이 없었던 것에 비해 매우 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표 3-4〉장기실업자 비율 추이(1994~2007)

1994 2004 2007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덴마크   54.0   32.1   45.0   22.6   29.5   18.2
EU 19개국   66.9   47.0   62.5   44.0   60.1   43.6
OECD 평균   52.6   35.5   46.7   31.7   42.6   29.3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OECD.

이처럼 덴마크의 실업률이 하되면서 덴마크는 새로운 모델국가로 

되었고, 덴마크의 “기 ”에 한 논의도 바로 이러한 실업률 하락 상을 

근거로 한 것이다(Schwarz 2001; Green-Pedersen and Lindbom, 

2005; Becker and Schwartz,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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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비자발적 파트타임 및 임시직 비율 추이(1994~2007)

 

자료: OECD.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1990년  반 이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컨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

크의 체 임 노동자 가운데 풀타임 고용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가 없어 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비자발  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은 

1994년의 3.1%로부터 진 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1.8%까지 떨

어졌다. 같은 기간  OECD 체 회원국 평균으로 본 비자발  트

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1.8%로부터 2.4%로 상승한 것과 조를 이룬다. 

한편 덴마크의 체 임 노동자 가운데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employment)의 비율은 1994년의 12.0%로부터 2007년에는 9.1%로 뚜

렷한 하락세를 보 다. 이에 비해 OECD 회원국 체 평균 임시직 노

동자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1.1%로부터 14.6%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조 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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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성과의 한계

이처럼 1990년  반 이후 덴마크의 노동시장 상황은 "기 "이라는 

말에 합당할 만큼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Green-Pedersen and 

Lindbom, 2005). 그러나 "번쩍이는 것이 모두 황 은 아니다"는 서양

속담처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 '에는 몇 가지 문제 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공식 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 외에 상당한 규모의 '은폐된' 

실업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4년 이후 

덴마크의 실업정책은 크게 변화해 왔다. 즉 종 처럼 실업자에게 실업

여(소극  실업정책)를 장기간 지 하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실업 후 

1년(청년은 보다 빠른 기간 내에)이 지나면 활성화 로그램( 극  실

업정책)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 여 지 을 단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실업 여를 받으면서 공식

으로 실업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이를 공개실업자라 한다) 가운데 상당

수가 어쩔 수 없이 활성화 정책 참여, 각종 휴가 신청, 조기퇴직연 제

도 선택 등으로 공식실업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공개실

업률은 실제 실업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게 된다(Madsen, 2006; 

Green-Pedersen and Lindbom, 2005). 

이처럼 공식  실업률 외에 노동력 연령인구로서 실업 여 외의 

성 여(활성화정책 참여, 유 휴가, 조기퇴직 등)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합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실업률의 거

의 세 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은폐된 실업률은 1994년 이후 

증하여 공개실업률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넓

은 의미의 실업률로 보면 실업사정이 극히 악화되었던 80년  말~90년

 에 비해서도 재의 실업사정이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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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Green-Pedersen and Lindbom, 2005).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덴마크 정부가 의도 으로 실업률에 '통계 인 조작'을 가하고 있다고 비

하고 있다(Karlsson, 2006).

〔그림 3-13〕덴마크의 공개실업률과 광범한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탐색실업률(Search unemployment)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등록실업률(Registered 
unemployment)은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등록된 실업자를, 그리고 총실업률(Gross unemployment)은 등록실업

률에 ‘은폐된 실업률’(Hidden unemployment)을 합친 실업률을 의미한다. ‘은폐된 실업률’은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유급휴가자 및 조기퇴직자를 합친 숫자를 의미한다.
자료: Andersen and Svarer(2007)

둘째, 덴마크의 고용창출력 역시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2007년 기

간 사이의 총고용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덴마크의 실 은 지극히 평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덴마크의 고용증가율은 겨우 8.7%

로서 미형 국가들은 물론이고, 독일과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부

분의 유럽국가들보다 조한 실 을 보 다. 그 다고 해서 미형 국가

들이 우수한 고용창출실 을 보인 것도 아니다. 이 기간  미국은 

12.8%, 국은 12.1%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역시 조한 고용창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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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다. 1994년 이후 실업률의 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

율이 낮았던 것은 결국 이 기간  총 인구 수  생산가능연령 인구 

수의 증가 자체가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기간  덴마크의 총 인구는 4.8% 증가에 그쳤는데, 특히 

15-64세 연령 의 인구증가율은 2.6%에 머물러 고령화 상이 심각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력 증가율은 4.2%로서 생산가능인구 증가

율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부진한 증가율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의 고용증가율은 생산가능인구나 노동

력 증가율에 비해서는 훨씬 높지만 근본 으로 인구정체 상  고령

화 상으로 인해 고용증가율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4〕OECD 회원국의 고용창출력 비교(199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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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분위(P10) 상위 10분위(P90) P90/P10 저임금비율(%)*
1990 83.7  180.8 2.16 --
1996  101.2  252.0 2.49 8.6
2000  115.3  289.1 2.51 8.8
2005  129.1  341.2 2.64  11.3

〈표 3-5〉덴마크의 인구증가율과 고용증가율 추이

 1994  2007  증가율(%)
인구수 (천명) 5,206.1 5,457.4  4.8

15-64세 인구 (천명) 3,511.2 3,602.9  2.6
노동력 수 (천명) 2,777.0 2,893.0  4.2
총고용 수 (천명) 2,555.0 2,778.0  8.7

자료: OECD.

셋째, 정 인 고용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주로 임 부문에서 많이 창출됨으로써 임 분포의 불평등 증 , 특히 

임 부문의 확 상이 나타나고 있다(Madsen, 2006; 

Westergaard-Nielsen, 2008). 아래 표를 살펴보면 최하  10분  임

과 최상  10분  임  간의 격차는 1990년의 2.16배로부터 2005년에

는 2.64배로 확 되었다.  임 의 2/3 미만의 임 을 받는 노동자

로 정의된 임 노동의 비율은 1996년의 8.6%로부터 2005년에는 

11.3%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곧 덴마크의 고용창출이 임  노동자 

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 으로 Nijborer와 van Vliet(2009)의 지 처럼 유연안정성 정책

은 애 의 의도와는 달리 내부자(정규직, 고임 층)와 외부자(비정규직, 

임 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확 시키게 될 가능성

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표 3-6〉노동시장의 임금분포 추이

(단위: 시간당 임금(크로네)

  주: 저임금비율=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단 최저임금의 80% 미만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조

사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OECD; Westergaard-Nielse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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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책과 성과 사이의 련이 모호하다. 사실 어떤 정책과 성과 

사이의 구체  연 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 하듯이 1990년 의 경기호황 그 자체가 실업률 하락을 가

져온 가장 요한 요소로 보인다(Andersen et al., 2006; OECD, 

2008). 그러한 의미에서 80년  말~90년  의 덴마크의 고실업은 구

조 인 것이라기보다는 순환 인 성격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0

년  반 이후의 속한 실업률 하락은 사민당 집권 후(1993) 실시한 

경기 진책이 성과를 거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 붐이 크게 기여하

다. 주택 당부 출채권(mortgage loan)의 재 융 규제를 완화한 것

이 결정  계기가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로 주택가격 상승과 고용상승 

사이에는 한 련이 있음이 발견된다. 반면 활성화 정책 도입과 실

업률 하락 간의 계는 상 계에 불과할 뿐 인과 계는 입증 안 된다. 

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주었느냐

가 문제인데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활성화 정책은 실업률 하락에 매

우 제한 인 효과밖에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rsen, 2001).

결국 덴마크의 성공신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단순한 교훈은 발견하기 

힘들다. 여러 유럽소국에서 정 인 노동시장성과로 이끄는 다양한 통

로를 발견할 수 있다(Goul Andersen and Jensen 2002). 이들 국가 사

이에는 공통 이 매우 다. 이는 곧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연결된다

(Hall and Soskice 2001). 

덴마크 역시 복지국가 정책과 오랫동안에 걸쳐 형성된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일반 인 경제상황의 묘한 결합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결국 덴마크의 경우에는 행운(환경변화가 유리한 쪽으로 작용)과 정책

(즉 환경에 한 략  응), 그리고 내생  변화의 결합의 결과로 보

아야 할 것이다(Schwartz,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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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덴마크 모델의 지속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그 몇 가지 문제 에

도 불구하고 체 으로 볼 때 성공을 거둔 것으로 단되며, 다른 나라

들도 이를 벤치마킹 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덴마크 내외에서

는 최근의 격한 정치, 경제, 노동시장, 노사 계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과연 덴마크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해 의문이 제기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itter, 2009).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기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데 덴마크도 그 외는 아니다. 특히 무역과 자본투자 등 외의존도가 

높은 덴마크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국제통

화기 (IMF)의 경제 망에 따르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 

경제는 이미 2008년도부터 마이 스 성장으로 어들었으며 2009년에

는 -4.0%의 마이 스 성장을 보 다. 이는 제 1, 2차 석유 기 당시의 

마이 스 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십년만의 최악의 성장률로서 덴마크 국민

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덴마크 경제의 부진은 물론 세계경제 기에 그 1차  원인이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과 외투자 등 외의존도가 지나

치게 높은 경제구조의 문제   90년  반 이후 경기회복을 한 지

나친 융규제 완화  팽창  재정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을 비

롯한 인 이션 압력이 커졌고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

족상태에 직면했던  등 국내경제정책의 잘못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EC, 2009).18)

18) 덴마크는 공식 으로는 유로지역이 아니지만 통화가치가 유로화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로 

되어 있으므로 덴마크의 융정책은 사실상 유럽 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

지이다. 그런데 유럽 앙은행의 융정책은 지나치게 팽창 이라는 비 을 받고 있다

(Karls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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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덴마크의 최근 경제실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09

유로지역 선진국

실질GDP성장률  1.6  -1.1  -4.0  0.4  -4.2 -3.8

물가상승률  1.7 3.4  -0.3  0.0 0.4 -0.2

주택가격상승률  2.9  -6.0  -9.1*  --  -3.0* -5.4*

실업률  2.7 1.7 3.2  4.5  10.1  8.1

경상수지(대GDP)  0.7 0.5  -1.2 -1.1  -1.1 -1.0

  주: * 2009년 주택가격상승률은 1/4분기 기준, 전년도 동기대비 상승률임.
자료: IMF(2009), 단 주택가격상승률은 OECD(2009).

이처럼 덴마크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면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실업

률의 동향이다. 덴마크의 실업률은 2008년까지만 해도 1.7%의 거의 완

고용상태를 기록하면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 애로와 임 상승 압박 

등을 우려하는 수 이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속

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년의 거의 두 배 수 에 달하는 

3.2%의 실업률을 기록하 다. 실업률은 2010년에도 상승을 계속하여 

4.5% 수 에 달하 는데 이는 노동시장정책의 개 이 시작되었던 

1994-95년의 실업률 수 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하면 

지난 15년 간에 걸친 노동시장 개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19)

이처럼 최근 덴마크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동안 칭찬 일색이었

던 덴마크 모델에 해서도 국내외로부터 비 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기능에 한 신뢰와 “큰 정부”에 한 비 의 목

소리를 높여 온 보수우 들은 덴마크 모델에 한 비 의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벨기에 뤼셀에 치한 우 연구소인 자유경제연구소는 일

련의 뉴스 터를 통해 덴마크 모델을 비 하고 있다(Free Institute for 

19) 한편 EU는 OECD 표 화 실업률이 아닌 EU 통계국(Eurostat) 기  실업률로 환산한 

실업률이 2009년 5.2%, 2010년 6.6%에 달할 것이라고 망함으로써 매우 비 인 

망치를 내어놓고 있다(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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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search, 2007a, 2007b, 2008a, 2008b). 이들에 의하면 

덴마크 경제는 형 인 “큰 정부”와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률을 가진 

스칸디나비아 모델국가로서 이로 인해 투자의욕의 해, 근로의욕의 

해, 재정 자 증, 성장률의 하, 인  압력 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덴마크의 상 으로 양호한 거시경제  노동시장 성과

에 해서도 주택투자 붐에 의한 거품의 착시 상이라거나 정부가 마련

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은폐된 실업”에 불과하다고 평가 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가 따라야 할 벤치마킹 상이 될 수 없다고 비 한다.

덴마크 모델에 한 비 은 덴마크 국내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그 

표 인 논자들은 Hansen, Bocian 등이다(AFP, 2008). 이들은 덴마크 

모델이 유연성은 강한 신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무 많은 비용을 쓰

고 있다고 비 한다. Bocian에 의하면 최고 90%에 달하는 실업 여의 

소득 체율로 인해 실업자들의 근로유인이 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

동력 공 부족 시기에도 수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비 한다. 

그는 덴마크 모델이 압력을 받고 있으며 노동력을 늘이는 개 이 없는 

한 해체될 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실업 여 지 기간 

한도를 재의 4년으로부터 1~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ocian, 2006). 

이들이 특히 비 하는 것은 덴마크의 높은 조세부담률이다. 실제로 아

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의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다

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부담률

은 2006년 재 49.0%로서 스웨덴(50.1%)과 근소한 차이로 OECD 회

원국 가운데 2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36.2%, 2005년)

은 물론이고, 이웃 네덜란드(39.5%), 핀란드(43.5%), 노르웨이(43.6%) 

등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 이다.  미국(28.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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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2005년), 한국(26.8%) 등 복지수 이 낮은 국가들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조세부담률이다. 이 가운데 순수한 조세부담률은 

49.2%(2005년 50.3% 가운데)로서 거의 부분이 일반조세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스웨덴(37.2%)과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조세  사회보험부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일반조세부담률이라는 것이 덴마크의 특징이다. 바로 이 에

서 덴마크는 미형 국가와는 뚜렷이 구분되며 심지어 다른 북유럽 복

지국가에 비해서도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조세부담률이 곧 경제성장을 해하는 주원인인

가에 해서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Cohn(2007)은 높은 세율과 큰 정

부가 덴마크 경제를 해치고 있다는 보수 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1994년 

이래 덴마크는 경제번 을 렸으며 특히 실업률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렸음을 지 한다. 경제호황기 뿐만 아니라 재의 경제

기 시기에도 역시 미국의 경제실 은 덴마크에 비해 결코 좋지 못하다. 

즉 표 인 세율, 작은 정부 국가인 미국과 고세율, 큰 정부 국가인 

덴마크가 경제실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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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비교(GDP 대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2008. 

이는 곧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즉 

“순수한” 자유시장경제나 “순수한” 조정경제보다는 양자의 요소가 혼합

되면서 상호보완성을 발휘하는 “혼합” 경제가 더 나은 사회경제실 을 

보일 수 있는데 덴마크가 바로 그러한 사례라는 주장이다(Campbell and 

Pedersen, 2007). 이 게 볼 때 덴마크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큰 정부에 

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은 사실에 기 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당 정도 

이데올로기  비 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업 여 축소주장은 덴마크 내에서 아직 소수의견이지만 상당

한 논쟁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 Madsen(2008)은 Bocian 등의 

주장이 사실에 기 하지 않은 “편견”이며, 복지국가모델에 한 통

인 신고 학  경제학자들의 공격을 덴마크에 용한 데 불과하다고 비

하면서 고세율의 비용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고세율이 가져오는 편

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실업 여가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의 기둥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무 질 경우 모델 체가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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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경제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러한 실업 여기간 축소 주장에 해 격렬하게 반 하

고 있다. 재로서 덴마크 사용자연맹은 유연안정성 모델의 비용문제에 

해 비 하지 않고 있다.20) 재의 덴마크 모델에 비용문제가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장되었다는 반응이다. 장기실업률이 낮으므로 비

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으며, 유연성에 의해 노동이동성을 높이므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장기 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

로 실업률  장기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실업 여  활성화 비용은 

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사용자들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상존한

다 하겠다. 만약 실업 여가 주는 안정성이 약화될 경우 노동조합은 당

연히 고용보호입법의 강화나 단체 약을 통한 고용보호 강화를 요구할 

것이므로 유연안정성 모델 자체에 동요가 오게 될 것이다. 

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주는 시사점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에 비해 볼 때 한국은 유연성, 소득안정성  

극  노동시장정책 면에서 얼마만한 상  치에 있을 것인가? 이를 

계산하기 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OECD 회원국들에 해 유연성을 

표하는 고용보호지수(EPL), 소득안정성을 표하는 소극  노동시장지

출의  GDP 비율, 극  노동시장정책을 표하는 극  노동시장

지출의  GDP 비율을 각각 수집하 다(OECD, 2009). 수집된 자료를 

20) "조세의 한계세율이 최고 63%로 지나치게 높으며, 최 임 도 100 크로네로 무 높아

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은 이를 지키기 힘들다. 실업 여도 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로서는 세율 하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의 덴마크 모델에서 유연성이 

높고 해고의 자유가 있는 데 해 사용자들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 모델에 만족

하고 있으며 모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DA 인터뷰,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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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여 다음과 같은 표 화지수를 계산하 다.

노동시장유연성지수  min max
  max

×  

(단 EPLi = i 국의 고용보호입법지수, EPLmax = 고용보호입법지수

가 가장 큰 나라의 지수, EPLmin = 고용보호입법지수가 가장 작은 

나라의 지수)21)

소득안정성지수  max  min
  min

×

(단 ISi = i 국의 소극  노동시장지출비율, ISmax = 소극  노동시

장지출비율이 가장 큰 나라의 비율, ISmin = 소극  노동시장지출비

율이 가장 작은 나라의 비율)

극  노동시장정책지수  max min
  min

×

(단 ALMPi = i 국의 극  노동시장지출비율, ALMPmax = 극

 노동시장지출비율이 가장 큰 나라의 비율, ALMPmin = 극  

노동시장지출비율이 가장 작은 나라의 비율)

이제 덴마크와 한국의 지수값들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3-16에서 표시

하 다.

21) 고용보호입법지수는 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가장 낮은 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고

용보호입법지수가 높을수록 유연성 지수가 낮아지도록 계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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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황금삼각형과 구리삼각형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득안정성

( 한 실업 여), 그리고 극  노동시장정책이 균형을 갖추었을 뿐

만 아니라 선진국 가운데 최고수 을 자랑(삼각형 면 이 가장 넓음)하

는 진정한 의미의 유연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

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의 수 에 근하고 있는 반면, 소

득안정성과 극  노동시장정책은 선진국 가운데 최 에 가까운 수 에 

머물고 있어 삼각형의 면 이 매우 작다. 즉 덴마크가 “황 삼각형”을 

갖추었다면 한국의 경우 “구리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사례는 우리에게 지 않은 시사 을 주고 있다. 소득안정성

과 극  노동시장정책의 수 이 낮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 유연성에 해 격렬하게 항할 수밖에 없게 되며 체 으로 삼

각형의 변이 좁은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서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소득안정성과 극

 노동시장정책을 재수 보다 폭 제고하여야 한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덴마크는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모순된 요소들을 결합하여 유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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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델을 만들어내었으며 그 결과 일정한 거시경제성과  노동시장성

과를 거두었다는 에서 주목의 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델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정 인 측면만 주로 소개되었

을 뿐, 모델이 가진 내생  한계나 사회경제  환경, 다른 나라로의 이

가능성 등에 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나 사용자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한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반발을 그러뜨리기 한 우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컨  참여정부 시 의 유연

안정성 모델의 도입을 주장한 표  문헌인 국민경제자문회의(2007)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은 비교  높은 반면, 소극  노동시

장정책과 극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취약하여 안정성이 낮다는 을 

올바르게 지 하고 있지만, 안정성 강화를 한 구체 인 정책목표는 제

시하지 않은 채 고용가능성 제고를 한 고용안정 서비스 선진화에 정

책의 을 두고 있다.  사용자 측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도입을 주

장한 표  문헌인 박성 , 변양규, 정 용(2008)에서도 한국노동시장

에서 유연성은 비교  높은 반면, 안정성은 낮다는 사실을 실증 으로 

증명하고 있지만, 결론부분에서는 엉뚱하게도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

례를 보면....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있었기에 근로자의 고

용안정성 제고가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정

부와 사용자의 유연안정성 모델에 한 심이 해고의 자유라는 수량  

유연성에 주로 모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태도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취약그룹을 

한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이고 의도 (즉 사회  트 들간의 참여

에 의한)인 제고를 한 정책”이라는 유연안정성 개념에 어 나는 것이

라 하겠다. 더 나아가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가진 내부  모순

과 한계  다른 나라로의 이 가능성 여부 등에 해 별다른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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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채 덴마크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사례로 당연

히 치지우고 있는 도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정  측면과 부정  측면을 종합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먼  유연안정성 개념이 가진 모순과 한계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서 직장안정성을 포기하고 그 신 고용안정성을 채택하면서 이를 소득

안정성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해고규제 완화라는 직장안정성

의 해가 실업 여 확 나 극  노동시장정책 확 에 의해 보상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직장안정성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목숨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가치보다 더 높은 우선순 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 으로는 정부나 사용자들은 항상 유연성

이 우선목표이고 안정성은 부차 , 보완 으로 악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직장안정성의 포기와 고용안정성의 채택은 결과 으로 노동자들의 일

방  손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둘째, 유연안정성의 하부구조에 한 성찰이 필요하다. 유연성과 안정

성의 여러 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

크 모델은 100여년에 걸친 정치  갈등과 양보의 결과이며 따라서 덴마

크 특유의 구조의 결과라는 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덴

마크 모델은 단기간에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몇몇 요소들의 기술  결합이나 정책수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한국과는  다른 문화 , 정치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에 유연안정성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의 역사 , 제도 , 경제 , 문화  토양을 고려한 “한국식” 모델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과에 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연 

덴마크의 상 으로 양호한 거시경제성과와 노동시장성과가 유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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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때문이었는가에 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

들은 90년 의 팽창  재정, 융정책, 특히 주택담보 출 확 에 따른 

부동산 붐이 덴마크의 거시경제실 을 좋게 만든 결정  요인이며, 실업

률 하  고용창출 역시 경기  상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

서 2008년 이후 세계경제 기와 더불어 부동산가격 거품이 속하게 꺼

지면서 덴마크의 거시경제실   노동시장 상황도 속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유연안정성 모델의 이 가능성에 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앞에서 본 로 덴마크 모델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  자신

의 정치  토양에서 사회  모델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앞에서 본 로 비교  동질 인 경제 , 문화  구조를 가자고 있

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유연안정성 모델의 이 가능성을 둘러싸고 부

정 인 견해가 지배 이다. 하물며 역사 , 제도 , 문화  상황이 덴마

크와는  다른 한국에서는 성 하게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덴마크 모델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물론 많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상

 성공은 미식 모델에 한 맹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  사례를 제공해 다. 과거 주류경제학자들은 유럽의 한 복지

국가와 이에 따른 높은 조세가 투자 하와 성장, 실업을 가져오는 

반면, 미식의 신자유주의  모델이 양호한 거시경제성과와 고용창출을 

가져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덴마크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

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수 의 높은 조세율과 

복지국가제도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양호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소득분배의 평 화를 유지해 왔다. 이는 결국 양호한 경제성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 특정한 모델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모델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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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하겠다.

한편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을 비교한 결과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에 있어 한국은 커다란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와 유사한 수 에 도달해 있는 반면, 소

득안정성과 극  노동시장정책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업 여 용 상, 여수 , 여기간의 확  등 사회보장지출의 확

와 극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확 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경제  

하부구조는 부분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

과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 확 , 앙조정능력의 향상, 국 수   산

별 수 의 약 확 , 모든 수 에서의 노사간 화구조 확 , 기업 차

원의 이사회 참여 등 경 참여 증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6∙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제3절 네덜란드 사례(권순미 고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1. 서론

이 의 목 은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flexicurity model)의 특

징과 성립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네덜란드는 형 인 소국 개방경제 

국가이다. 인구 1,650만 명, 피용자 840만 명인 이 나라는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83%에 달할만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1980년  반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실업률과 사회복지 의존률, 

낮은 고용률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앓고 있던 이 나라는 

1980년  반 이후 유럽에서 덴마크와 더불어 가장 성공 으로 실업률

을 낮추고 복지개 에도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그 비결로 흔히 손꼽히

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복지의 안정성을 결합한 유연안

정성 략이다.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varieties of 

capitalism theory)과는 다른 양상으로 개되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자

들은 특정 국가의 경제실 은 제도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22) 제도  상보성은 우선, 

노동시장, 노사 계, 직업훈련  교육시스템, 기업지배구조, 융시스템, 

기업간 계 등 다양한 생산 짐(production regime) 역에 존재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주로 시장 기제에 의존하는 자유시장

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비시장 기제가 심인 조정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나뉘며, 각각의 시장경제 내에서 유

사성을 갖는 제도들이 상호 보완 으로 작용하여 좋은 경제성과를 올릴 

22) 제도  상보성이란 하나의 제도  기능이 다른 제도  기능에 의존하면서 서로를 강화하

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Hall and Soskice 20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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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Soskice 1999; Hall & Soskice 2001). 나아가 이들은 특정

한 생산 짐 혹은 경제유형과 복지체제 유형 사이의 선택  친화성

(selective affinity)을 주장한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산업별 조정시장경제체제는 유럽 륙형 보수주의 복지체제

와, 그리고 국  조정시장경제체제는 사민주의 복지체제와 조응하며 

발 해 왔다는 것이다(Hall & Soskice 2001; Ebbinghaus and Manow 

2001; Huber and Stephens 2001). 

그러나 네덜란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지체제가 결합하

거나 조정 시장경제와 사민주의 복지체제, 혹은 조정 시장경제와 륙유

럽식 복지체제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질  요소들이 상호 보

완 으로 작용하여 ‘네덜란드의 기 ’(Dutch Miracle)을 만들어낸 경우

라고 할 수 있다.23) 한마디로, 혼합 시장경제(mixed or hybrid market 

economies)인 것이다. 생산 짐 차원에서 보자면, 자유주의  성격을 띠

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비시장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코포라티

즘  노사 계(corporatist industrial relations)가 병존한다. 복지 짐도 

이질  요소들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다.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보수주

의  성격과 극  노동시장정책  한 복지에 기반을 둔 사민주

의  성격, 게다가 선별  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  성격이 혼

합되어 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벨기에, 랑스, 이태리는 

여 히 낮은 고용률과 ‘일하지 않는 복지’(welfare without work)가 특

징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고용

률과 비교  한 복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트타임과 

23) 송원근․ 창환(2003)은 네덜란드의 노사 계, 기업연 , 기업지배구조, 융시스템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원리로 시장 메커니즘과 사회  합의의 조화와 병행  발 이라는 

을 지 한 바 있다. 한 캠벨과 페더슨(Campbell and Pedersen 2007)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덴마크를 순수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혹은 조정 시장경제  어느 하나로 분류할 

수 없으며, 혼합  성격을 갖는 시장경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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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견직 등 비 형 근로에 기반한 미식 유연노동과 근로연계복지

(welfare to work)의 특성을 강화해 왔다. 

그 다면,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형성․지속될 수 있었던 이

유는 어디에 있나? 부분의 연구는 그 이유를 노사정 간 이해 계를 

조율하고 정책 합의를 가능  한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서 찾는다

(김학노 2002; 안재흥 2004; 이연호 2004; 정병기 2004; Wolinetz 

1989; Visser and Hemerijck 1997; Rhodes 2001). 이들도 행 자의 

역할을 시하지만, 주로 국가와 사회 트 들간의 조행동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것이 거시 경제실 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한다. 

네덜란드 유연안정성모델의 정립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정간의 갈등이나 

국가의 주도  역할을 강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노사정간 기의식의 공유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코포라티즘이 노

동시장  복지제도의 개 을 성공시키는 데 요한 기여를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략이 항상 코포라티즘  정책

결정을 통해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노사정 간 정치  타 의 출발 으

로 알려진 1982년의 바세나르 약(Wassenaar Accord) 이후에도 코포

라티즘은 안정과 불안정국면을 오갔으며(Visser and Hemerijck 1997; 

Woldendorp 2005, 2006), 정부의 정책제안은 때로는 노동자나 사용자, 

혹은 노사 모두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안정

성모델이 발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자율성을 가진 국가의 효과

인 이 (framing) 능력, 그리고 코포라티즘 기제를 우회하는 다른 

정책수단들의 활용능력에 기인한다. 즉, 임 과 사회보장 여의 자동연

계 폐지 압력, 단체 약 구속력의 용 제외 압력, 장애보험 여 남용

에 한 의회조사권 발동 등을 통해 자기이익을 극 화하려는 노조와 

사용자단체를 효과 으로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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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논의를 다룬 것이다. 신제도주의론에 

한 비  검토를 통해 그 안으로 국가론의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과 ‘국가 능력’(capacities of states) 개념을 끌어들인다. 그

런 다음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의 경제  성과와 그 특징에 해 구

체 으로 살펴본다. 이에 기반하여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립  

지속 요인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노동시장유연성의 핵심을 

요약하고 이론  시사 을 도출한다.  

        

2. 이론적 논의

제도주의자들은 제도의 변화보다 제도의 성을 시한다. 이들은 제

도가 정책결정과 정책결과를 구조화하는 핵심 인 독립변수라고 본다

(March and Olsen 1989). 따라서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정책도 변

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자를 비롯한 신제

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제도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에 한 

하나의 도  사례로 볼 수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역사 으로 형성된 

제도는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속성을 가지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

다고 본다. 세계화의 압력으로 인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수렴론

(Cerny 1995; Kurzer 1993)과는 달리, 이들은 부존자원과 세계경제 분

업구조상의 치, 노동과 자본의 조직화, 헌법구조, 정당구조 등 공식

․비공식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일 인 세계화의 압력에 

한 국민국가의 응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Manow 2001; 

Hall and Soskice 2001; Huber and Stephens 2001; Ebbinghaus and 

Manow 2001; Amable 2003). 

 다른 제도주의자들에 따르면, 정책 변화는 제도  혹은 집단  거

부권 행사자(veto players)의 수에 의존한다(Thebeles 1990; Immer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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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Pierson 1994). 경로 이탈  개 (path breaking reform)을 해

서는 거부권 행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거부권자가 많을수록 제도 개

은 어렵다. 정치 ․종교  균열이 강하고 비례 표제 하의 연립정부를 

특징을 하는 네덜란드는 라이 르트(Lijphart 1969, 1999)가 언 한 

의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혹은 합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로 분류된다. 이 게 분산 인 정치구조 하에서는 조직된 이

익집단, 정당, 의회, 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비토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집단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책 변화가 어렵다. 승자독

식의 단순다수결제를 취하고 있는 국이나 강력한 앙집권  통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

드는 1980년  이후 ‘일하지 않는 복지’(welfare without work)에서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로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개

했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종말론 혹은 기론이 팽배하던 1980

년 에 코포라티즘의 통을 부활시킨 사례이기도 하다. 제도  근으

로는 네덜란드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제 로 설명하기 어렵다.   

네덜란드 모델은 복지국가 발 을 설명하는 당 성이론(partisanship 

theory)으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정책 지향성이나 복지제도의 구성 원리, 그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집권

정부의 정치  성향이다. 가령, 사민당 정부의 장기 집권은 소득재분배

 복지체제를 지향하게 되고, 국가가 시장을 체하는 경향이 있다

(Castles 1993). 기민당 정부가 장기집권한 곳에서 복지체제는 분 화된 

시장에서의 지 나 직업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보험 심의 소득 격차를 

재생산한다. 복지 부는 남성 가장을 통해 달되며 주로 소득 재분배보

다 직  소득지원과 같은 시장순응  복지제도가 창출되고 지속된다

(Esping-Andersen 1990). 보놀리(Bonoli 2001, 240-241)는 집권당의 

정책 성향 외에도 정부의 복지개 정책에 향을 미치는 다른 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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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째, 선거결과 소수 정부가 구성될 경우, 의회 다수 정부보다 정

책을 통제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둘째, 친

복지동맹(pro-welfare coalition)이 강력하게 조직될수록 복지국가 발

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잘 조직되고 포 인 노동운동은 때로는 정치제

도의 앙집 화를 상쇄시키는 사실상의 비토 행 자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당 성 이론을 용한다면, 복지 축소를 향한 개 은 좌 가 집권했을 

때보다는 우 가 집권했을 때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격하게 추진되

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련해서도 정당 간 뚜렷한 정책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도 (혹은 도우

)를 표하는 기민당(CDA)과 사민주의 세력을 표하는 노동당

(PvdA)은 1980년  이후 노동-복지개 에서 '시장 주도의 리된 자유

화'(market-driven managed liberalization)를 향한 개 을 번갈아 주도

하 다(Cox 2001; Yerkes and Veen 2011). 

경제 기 상황이나 유럽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가입과 같은 외  요인이 사회경제  개 의 필요성을 증가시키

는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리이스, 스페인, 이태리 등 거시 

경제실 이 낮은 다른 유럽국가의 사례가 말해 주듯이, 유사한 외  환

경 속에서도 매우 다른 정책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카첸스타인(Katzenstein 1977)은 국제환경에 한 각 국의 상이한 

응능력에 주목하면서 이를 국가 자율성의 문제로 악하고 있다. 스카치

폴(T. Skocpol)의 정의에 따르자면, 국가 자율성이란 국가가 “사회집단, 

계 , 혹은 사회의 요구나 이익을 단순히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능력은 이 게 수립된 

“공식 인 목표를 강력한 사회집단들의 실질  혹은 잠재  반 를 무

릅쓰고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Skocpol 198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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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 목표를 집행하기 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정수단, 법과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경제 기는 국가 

자율성을 증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 능력에 달려 있다. 특히 

경제 기 하에서 국가가 설정한 사회경제  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합의  정책결정기제를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도 아

래와 같은 다른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공  가치를 재구성하고 정

당화할 수 있는 이 (framing)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라코

(G. Lakoff)는  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  구조물(mental 

structure)이다. 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 , 우리가 짜는 계획, 우

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정치에서 임은 사회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수립하는 제도를 

주형한다. 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  변화이다. 우리가 임을 보거

나 들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의식 으로 근할 수 없는 뇌의 구조, 즉 

인지  무의식이라고 하는 인지과학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하는 방식, 상식을 결정하는 그 무언가의 결과를 통해, 그리고 언어

를 통해 알 수 있다. 모든 언어는 개념의 임과 연 되어 있다

(Lakoff 2004, ⅩⅤ).

정책 개 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로 형성은 행 자가 특정 정책 역에

서 개념  담론을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담론의 재구성은 정책 제안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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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를 용이하게 해 다(Hall & Taylor 1996, 936). 복지국가의 

형성이 그에 걸맞게 아이디어를 사회 으로 구성한 결과라고 한다면, 복

지국가의 개 도 아이디어나 담론을 그 틀에 맞게 재구성하 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Cox 2001, 475). 경제 기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행 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 화하는 데 념한다면, 개 은 불가능

하다. 기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향한 사회집단들의 집합

인 의지와 열정이 발동할 때, 비로소 개 은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조

직할 책임은 우선 으로 정부에게 있다. 그 유효한 수단  하나는 정부

가 자신의 공  권 를 활용하여 개 에 한 사회  지지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임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한 산업갈등을 방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해 

주요 사회 집단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가령, 사회  코

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은 제한된 수의 사  이익집단에게 정책결

정에 참여하여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  지 (semi-public 

status)를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이들과 정치  권 를 공유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Streeck and Schmitter 1985; Visser & Hemerijck 1997, 

65-67).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는 임 , 근로시간,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쟁 을 둘러싸고 립될 수 있는 노사의 이익을 조율하고 갈등을 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참여집단 구도 일방 으로 편익을 취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민주 인 정치  교환(democratic 

political exchange)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이 주요 사회집단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 

때로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우회하거나 합법 인 다른 제재수단을 동원하

여 조직된 이익집단이 보다 거시 인 공  목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

들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  행 자라면, 가능한한 일하지 않거

나 게 일하고 복지 여는 되도록 많이 받고 싶어할 것이다. 만약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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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게 한 실업 여가 보장된다면, 합리  개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실업자로 남고자 할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에 부정  향

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합리성 추구가 집합  비효율을 래하고, 이

를 감내할 여력이 없을 때, 혹은 이를 방하기 해 국가는 개별 노동

자의 이기  행동을 제어할 법 ․제도  장치를 고안할 필요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 여시스템에 익숙한 노조원들은 이에 반

발할 것이고, 노조 표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반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국가는 노조의 이익보다 공

익의 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이기 인 노조를 

비 하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네덜란드 유연안정성모델의 특징 

  가. 고용기적과 활성화정책

유연안정성 개념은 “노동시장, 작업조직 노동 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취약집단과 외부자에게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고하

는 정책 략”(Wilthagen and Rogowski 2002, 250)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 개념은 1997년부터 유럽고용 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ES)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으면서 학술 ․정치  논쟁의 

상이 되었다.24) 유연안정성 옹호론자들은 체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상호작용과 통합  정책 시행이 각 기능을 제도 으

로 보완하고 배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연안정성은 실 세계

에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24) 유연안정성 개념과 이를 둘러싼 유럽고용 략의 발  과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Watt(2004), Viebrock & Clasen(2009), Bekker & Wilthagen(2008), Burroni & 
Keune(201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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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제도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은 처음부터 그 게 기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

에 성취된 것은 아니다. 종종 제도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독립 으

로 나타났고 지속 인 실험과 개선, 조정과정을 거쳐 발 해 왔다

(Streeck 2001; Burroni and Keune 2011, 82). 네덜란드도 처음부터 

유연성과 안정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반까

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는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이 

유럽 륙 복지국가의 요한 특징으로 지 한 ‘'일하지 않는 복지

'’(welfare without work)의 형  사례 다. 따라서 1980년 의 정부

정책은 안정화보다는 노동시장 탈규제와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이 맞추어졌다. 그 효과는 1990년 부터 좋은 거시 경제실 으로 드러나

기 시작했다. 그 요한 성과  하나는 실업률을  폭 낮추고,  ‘고용 

기 ’으로 불릴만큼 고용률을 폭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8〉은 네덜란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보여 다. 1985년에 

7.9%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10년 재 4.5%로 낮아졌다. 네덜란드

의 실업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 2000년  

이후 OECD 국가 체 평균보다 항상 2~3배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림 3-8 참조). 리먼 라더스의 산 후 불어닥친 2009년 경제 기에

도 고용보호가 강했던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성인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약간 증가하는 수 에 그쳤다. 더욱이 낮은 

실업률은 높은 고용 상승률과 동시에 달성되었다. 1985년에 51.0%에 불

과하던 고용률은 1995년에는 65.6%로, 2010년에는 76.0%로 상승했다. 

표 3-8에서 보듯이 완 고용을 자랑하던 스웨덴은 같은 기간 오히려 고

용률이 감소했고, 덴마크와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고용률 정체를 면치 

못한 반면, 네덜란드는 독일보다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의 격한 상승은 정규직 남성 심의 고용패턴에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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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장률 실업률 고용률

전체

고용

대비

파트타

임비율

여성

파트

타임

비율

파트

타임

에서

여성

비율

GDP

대비

공공

부채

GDP

대비

재정

수지

1975 0.1 4.0 54.9 - - - 40.2 -2.2
1980 3.3 6.0 54.9 - - - 45.1 -4.2
1985 2.6 7.9 51.0 19.7 45.5 79.3 68.7 -3.6
1990 4.2 5.1 61.8 27.3 52.5 69.4 75.6 -5.1
1995 3.1 6.6 65.6 29.2 55.1 77.3 75.5 -3.7
2000 3.9 3.1 72.7 32.6 57.2 76.7 55.9 +0.4
2005 2.0 5.3 72.3 36.1 60.7 77.4 60.7 -0.3
2010 1.7 4.5 76.0 38.5 60.6 76.6 71.4 -5.3

타임, 임시 견직 등 비 형 고용의 확 , 특히 여성 트타이머의 노동

시장 참여 확 에 기인한다. 2010년 재 OECD 회원국의 트타임 고

용 비율이 평균 15.6%이고, 여성 트타임 고용이 26.3%인 데에 비해, 

네덜란드는 그 수치가 각각 38.5%, 60.6%에 달한다.  

〈표 3-8〉네덜란드의 거시경제지표(1980-2010)

(단위: %)

자료: OECD(2012a, 2012b)

〔그림 3-17〕OECD와 네덜란드의 실업률 추이 비교(1990~2010)

(단위: %)

   

자료: OECD(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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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추이

(단위: %) 

　 198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OECD 
평균

65.1 67.5 66.2 66.0 66.4 67.0 67.5 67.0 67.1 68.4 69.0 67.3

덴마크 75.6 77.1 76.1 72.9 74.7 76.1 77.0 77.0 76.9 78.6 79.3 75.0

독일 62.3 64.8 66.7 65.1 64.9 65.4 66.2 66.1 65.8 68.2 71.3 72.4

프랑스 61.2 61.2 60.5 59.2 60.0 60.2 62.0 63.2 64.0 64,0 65.3 64.4

네덜

란드
51.0 61.8 63.8 63.9 66.5 70.1 72.7 73.6 71.9 73.3 76.9 76.0

스웨덴 81.3 84.4 78.6 72.8 72.7 72.6 75.7 76.4 74.9 76.0 77.5 74.5

영국 67.8 73.7 70.4 69.8 70.9 72.2 73.4 73.6 74.1 74.2 74.4 72.4

일본 70.5 72.7 74.3 74.2 74.6 75.0 74.4 73.8 74.3 76.0 77.5 77.5

미국 70.9 74.3 72.9 74.2 75.0 76.0 76.4 74.3 73.8 74.8 73.9 69.8

자료: OECD(2012a).

 

비 형 고용 증가의 실질  이유는 유럽  맥락에서 강조되어 온 활

성화정책(activation)과 연 이 있다. 유럽고용 략의 최우선 과제는 단

순히 공식 실업률을 낮추는데 있지 않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기퇴직, 장

애제도의 오남용 등의 험을 방하려는 정 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계집단을 지속 으로 노동시장에 어넣음으로써 

임 과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는 차 지배  치를 하고 있는 OECD의 고용 략, “어떤 일자리

도 게으름보다 낫다”는 이데올로기를 반 한다(Watt 200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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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연노동과 사회보장권의 결합, 그리고 폴더모델

네덜란드 유연안정성의  다른 특징은 유연 노동과 사회보장권의 결

합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장권은 정규직 노동자와 거의 동등하다. '비

형 노동의 정상화'(normalising atypical work)로 묘사되는(Wilthagen 

2007, 3; Bovenberg and Wilthagen 2008) 이 근은 단지 비정규직

이 정규직만큼 수 으로 많아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 차원에서도 

이들이 정규직 못지않게 사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  반부터 사회보험제도에서 근로시간, 임 수 을 기 으로 

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었다. 1993년에는 모든 트타임 노동자가 법  

최 임 과 휴일에 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94년부터는 기업연 제도 

속으로 포 되었다. 96년에는 개정된 민법과 노동법에 의해 일제와 

트타임 노동자의 균등 우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단체 약으로 보장되는 

임  수 , 상여 , 기업연 , 기업복지, 교육훈련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

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Oorschot 2006, 69-70).  

2010년 재, 네덜란드는 자유주의 국가들만큼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

고 있지만, GDP 비 공  사회지출은 국을 제외한 부분의 자유주

의 국가들보다 훨씬 하다. 그러나 사민주의 복지국가나 륙유럽 복

지국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8 참조). 놀라운 것은 

네덜란드가 OECD 국가  1980년 에 비해 2000년 에 들어와 GDP 

비 공  사회지출이 더 낮아진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1980년

에 약 25% 수 이던 공  지출 비 은 2007년 재 20.1%로 낮아졌

다. 지난 27년 동안 건강보험과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사회지출 

비 은 증가했지만, 장애연 , 고령연 , 실업 여, 가족 여, 기타 사회

정책 역의 지출 비 은 오히려 감소했다.25) 가혹한 긴축재정과 복지 축

25) 1980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GDP 비 건강보험 지출은 5.1%에서 6.0%로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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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결과인 것이다. 

GDP 비 노동시장정책에 한 공공지출 비 은 스페인, 벨기에, 덴

마크보다는 작지만, 스웨덴과 독일보다는 더 높다(그림 3-19 참조). 그

런데 2009년 재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세 나라 모두 네덜란드보다 

실업률이 2~5배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정책

에 한 지출이 매우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8〕GDP 대비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비 비교(2010년  현재) 

자료 : OECD(2011c)의 데이터에 근거. 

극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0.5%에서 1.1%로 증가했다. 반면에, 장애연 은 3.9%에서 

1.8%로, 고령연 은 6.1%에서 5.3%로, 실업 여는 1.6%에서 1.1%로, 가족 여는 2.5%
에서 2.0%로, 기타 사회정책 역의 지출은 1.3%에서 1.1%로 감소했다(OECD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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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GDP대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2011a), pp. 264-273에 근거하여 작성. 

표 3-10은 2009년 기  실업기간별 소득 체율을 보여 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체율은 장기 고용경력을 가진 40세 노동자를 기 으로, 

실업  세후 평균임 에 한 실업 여 비율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실

업 여 수 은 실업 기인 1, 2년까지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높지

만, 3년째부터 락한다. 실업 기에 네덜란드의 한 실업 여정책

이 집 되는 이유는 강력한 활성화조치(activation)를 결합하는 형태로 

노동이동을 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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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년 3년 4년 5년 5년간 평균
벨기에 71.2 64.6 64.6 64.6 64.6 65.9
덴마크 72.6 73.4 73.4 73.4 9.7 60.5

오스트리아 61.8 58.7 58.7 58.7 58.7 59.3
아일랜드 58.6 58.8 58.8 58.8 58.8 58.8
포르투갈 79.3 78.9 55.7 38.9 4.7 51.5
뉴질랜드 50.8 50.8 50.8 50.8 50.8 50.8

호주 49.1 49.1 49.1 49.1 49.1 49.1
독일 64.9 49.4 43.3 37.1 37.1 46.4

프랑스 67.3 67.3 30.0 30.0 30.0 44.9
핀란드 60.1 57.8 32.5 32.5 32.5 43.0

아이슬란드 66.9 64.4 64.4 8.9 8.9 42.7
스웨덴 60.9 59.7 56.5 19.4 7.7 40.9

노르웨이 72.9 73.9 18.1 17.5 17.5 40.0
스페인 67.7 63.7 23.5 23.5 12.6 38.2
영국 33.0 32.6 32.6 32.6 32.6 32.7

네덜란드 72.6 61.0 5.3 5.3 5.3 29.9
캐나다 61.9 15.5 15.5 15.5 15.5 24.8

룩셈부르크 85.1 9.3 9.3 9.3 9.3 24.5
스위스 80.7 40.4 0.0 0.0 0.0 24.2

그리이스 53.2 10.1 4.4 4.4 4.4 15.3
미국 44.9 16.5 0.0 0.0. 0.0 12.3
일본 45.5 3.0 3.0 3.0 3.0 11.5

이태리 46.7 1.6 1.6 1.6 1.6 10.6
한국 30.4 0.6 0.6 0.6 0.6 6.6

OECD평균 58.6 40.4 15.5 12.9 9.3 29.9

〈표 3-10〉실업기간별 실업급여 수준(2009년 기준)

자료: OECD(2011a), p. 40.

2008년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고용가능성 제고를 해 직 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것은 훈련, 직무순환 등 사용자에 의한 고용가능성

에 한 투자가 고용과 노동시장 이동을 증 시킬 것이라는 사고에 기

한다. 2008년 이 에도 정부가 고용가능성에 한 진자로 여러 정

책에 개입해 왔지만, 고용 보호는 어디까지나 주로 노사가 단체 약을 

통해 책임지는 식이었다. 국가의 재정  책임은 의무교육으로 제한되었

으며, 고용보호를 한 보편 인 정책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

년 경제 기 응 과정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건 한 기업이 일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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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움에 직면하면 부분  실업조치를 통해 피용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트타임’ 실업(‘part-time’ unemployment)으로 불리

는 이 조치는 사용자가 일시 으로 피용자의 노동시간을 최소 20%, 최

 50%까지 일 수 있도록 한다. 피용자는 어든 노동시간만큼 부분

 실업 여를 받는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산하거나 

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 트타임’ 실업은 성공 인 기업이 잘 숙련된 노동자들을 기시기에조

차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Yerkes 2011). 피용자의 숙련과 훈

련에 한 투자는 고용 가능성 제고를 해 정부의 사용자에 한 직

인 재정 보상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보상의 가로 사용자는 피용자

가 일하지 않는 동안 입학하거나 잘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하거나, 신규 

노동자나 인턴을 훈련시키도록 학습활동 약(schooling agreements)을 

체결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회  트 의 시각에서 매우 성공 이라 

할 수 있다. 2009년도 시행 첫 몇 달 동안 기 기 이 고갈되자, 정부

는 2011년에 가용 기 을 확 하 다(Yerkes and Veer 2011). 

그림 3-20에서 보듯이 네덜란드의 반 인 고용보호 수 은 1999년

을 기 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정규직, 임시직 모두 고용보호 수 이 약

화되었으나 임시직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

는 1999년 1월 1일에 발효된 ‘유연안정성법’(Flexibility and Security 

Bill)의 발효 결과를 반 한다. 이 법은 경제가 호 되고 자 빛 연립정

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 에서 정부가 노동재단에 요청한 자문

에 응하는 형태로 1996년에 유연성과 안정성에 한 노사 약이 체결

되고, 이에 기 하여 제정되었다. 정규직에 한 해고 규제도 다소 완화

했지만, 임시직을 한 노동시장은 훨씬 더 자유화하 다. 가령 기간제 

계약 노동자에 한 해고 요건을 정한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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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하의 기간제 계약에 해서는 통지 없이 해지가 가능한 근로계약

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림 3-20〕고용보호 수준의 변화 추이(1990-2008년)

주: 0-6까지 지수화. 숫자가 클수록 엄격함. 
자료: OECD(2012a) 

이와 동시에 유연안정성법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에 응

하기 해, 노사의 이해 계를 조화시키고 나아가 노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  보호를 해, 유연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정규

직의 권리는 덜 보호하는 것으로 했다. 그 핵심은 단체 약을 통한 임시

견직의 권리 보호이다. 1996년에 노동재단(StAR: Stiching van de 

Arbeid, 1945년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연맹이 유연안정법 안에 

합의할 당시 이들은 임시직 노동자의 법  지 를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단체 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연안정법은 1999-2003, 2004-2009년 각 기간 동안 임시 견직들이 

견업체와 유기 혹은 무기계약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26주 이상의 

견근로계약 시 직업훈련과 연 에 한 권리를 갖도록 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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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에서 26주 이상 근로시, 그 기업의 피용자들과 동일한 수 의 

임 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병가 인 임시직을 계약해지하고자 할 경

우, 사용자는 지역법원 사에게 재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요컨  정규 노동

계에 한 엄격한 보호 규정들을 완화함으로써 임시직 채용기업은 채

용  해고 비용을 약할 수 있는 신, 임 은 기업 내 다른 피용자들

보다 임시노동자에게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외부  수량  유연화

(external numerical flexibilisation)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집단의 안정

성 형태, 즉 임시 견직과 호출노동 등 비 형 노동자의 고용  고용가

능성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다(Bekker & Wilthagen 2008, 

10-11). 

그 외에도 민법  사회보장법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지하고 있으며, 

1996년의 노동시간법(Wet Verbod Onderscheid Arbeidsduur, 

WVOA)과 2000년의 노동시간조정법(Wet Aanpassing Arbeidsduur, 

WAA)은 트타임 노동자만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에 한 차별도 

지하고 있다(Bekker & Wilthagen 2008, 10-11). 근로시간조정법은 

2001년 12월 1일 발효된 ‘일과 가정 양립법’의 일부로, 9년간의 정치 

상의 산물이다. 그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노동자에게 기존 고용계약의 

조건을 일방 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의회에서 열

띤 공방 끝에 도입된 이 법은 민간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

자에게도 용된다. 노동시간조정법의 핵심은 노동자가 노동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상충되는 업무 는 부서간 이해 계가 없는 한, 기업은 이

러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다(Wilthagen & Tros 2008, 17-18). 

유연안정성법은 노사정의 합의에 기 해 제정되었다. 2차  이후 

네덜란드의 사회  합의모델 혹은 폴더모델(Polder Model)26)의 핵심이 

되는 두 제도는 ‘노동재단’ ‘사회경제 의회’(Sociaal-Econom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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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d: SER, 1950년 설립)이다.27) 노동재단은 노사의 양자 의기구로, 

정부 표가 참여하지 않는데 비해, 사회경제 의회는 노사  외부 문

가로 구성된 공익 표자 각 11명씩 총 33명으로 구성된 3자 의체이

다. 

1970년 의 갈등  노사 계의 해소와 폴더모델의 복원을 알리는 바

세나르 약과 그 뒤를 이은 1993년 ‘신노선’(A New Course: Agenda 

for Collective Bargaining in 1994) 약에서 비정규직에 한 사회  

보호는 심 의제가 아니었다. 바세나르 약에서 노조는 보다 많은 일자

리 창출에 역 을 두는 가로 임 인상 억제와 단체 상 분권화를 수

용하 다. 한 기업 채산성 확보를 해 1960년  말에 도입된 ‘임

자동인상’ 방식의 폐기를 반 하던 종  주장을 철회하 다. 이에 해 

사용자측에서는 주당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한 기

존의 반 를 철회하 다. 앙수 의 노사 합의로, 임 비용이 격히 

낮아졌고, 1986년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으로 단축되었다(Visser 

and Hemerijck 1997, 96-105). 1993년 ‘신노선’ 약에서도 노조는 임

요구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수용하는 신, 사용자측은 

산업별로 3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분권화된 상에서 노조  

직장평의회와의 약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 다. 한 노사 양측은 고용 

창출과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트타임의 활용을 권장하고, 노동시

간의 유연화를 권고하 다. 이에 응하여 정부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6) '폴더(Polder)'란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뜻한다. 오늘날 네덜란드의 력  노사 계

를 지칭하는 폴더모델이란 용어는 바다의 에 맞서 해면보다 낮은 해안 간척지(폴더)를 

형성하기 해 네덜란드인들이 서로 동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27) 사회경제 의회는 동수의 노조, 사용자연합, 독립  외부 문가들로 구성된다. 노조와 사

용자는 각각 3개의 연맹에 의해 표된다. 그러나 주요 행 자는 최  노조인 FNV와 최

 사용자단체인 VNO-NCW이다.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외부 문가는 정부가 추천한

다. 이들 부분은 경제학과 법학 교수이며, 네덜란드 사회의 주요 이념을 표한다(Slomp 
2003, 326). 각 제도의 특징  역사에 해서는 Ruyssevelt and Visser(1991), Visser 
and Hemerijck(1997), Hemerijck(2003), Slomp(2003), Klaveren and Tijdens(20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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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법  지 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한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06-109; 김학노 2004; 정병기 2004). 바세나르 약

과 신노선 약이 유연화와 기업의 노동비용 감에 을 둔 소  ‘공

심의 코포라티즘’(supply-side corporatism)이라고 한다면,28) 유연

안정성법의 발효를 시발 으로 해서 이후 제정된 일련의 법안들은 유연

성의 사회  수용을 제로, 안정성과의 결합을 도모하고 이를 제도화하

고자 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 네덜란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을 통한 지속 이고 안정 인 소득의 확보가 경제  자립의 지름

길이라는 에서 빈곤층과 소득층을 한 복지정책으로서의 고용지원

정책은 궁극 으로 최선의 소득보장정책이며 최고의 사회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의 고용지원정책은 통 으로 극  노

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형태를 띠었다. 극  노동시

장정책은 실업자의 생계보장에 을 두는 소극  노동시장정책과는 달

리 국가가 노동력의 수 에 여하고 조 함으로써 실업을 방하거나 

실업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말한다. 

1980년  이후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정책은 이런 기조 하에 노동시장 

탈규제와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이 맞추어져 왔다. 그 효과는 

1990년 부터 좋은 거시 경제실 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요한 

성과  하나는 실업률을 폭 낮추고, ‘고용 기 ’으로 불릴만큼 고용

률을 폭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1985년에 7.9%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10년 재 4.5%로 낮아졌다. 한 1985년에 51.0%에 불과

하던 고용률은 1995년에는 65.6%로, 2010년에는 76.0%로 상승했다. 

28) 공 측면의 코포라티즘에 해서는 Traxler(1995), 정병기(200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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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의 격한 상승은 정규직 남성 심의 고용패턴에서 트타임, 임

시 견직 등 비 형 고용의 확 , 특히 여성 트타이머의 노동시장 참

여 확 에 기인한다. 

고용 확 를 한 활성화정책은 1980년  반부터 근로연계복지를 

포함한 실업보험의 여자격의 강화, 여 수   기간의 단축을 통해 

직 이고 명백하게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한편, 직 노동

자의 실업을 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990년 에는 ‘멜 르 일자

리’(Melkert jobs)라는 이름의 고용창출 정책이 활용되었다. 그것은 정

부가 인 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 하

고 사회 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장기 실업자, 임  노동자, 청년 

실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최 한 조기에 노동시장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네덜란드정부는 각  수 의 직업학교와 실업자에 한 교육훈련을 

시해 왔지만, 피용자의 직업교육훈련에 해서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

지 않고, 부분의 교육이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

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산업훈련기 (sectoral training fund)이다. 이 기

이 최 로 만들어진 것은 1947년으로, 1989년에 이르러서는 규모 

단체 약의 약 1/3 정도에서 기  조성에 한 규정들을 두고 있을 정

도로 범 하다. 기 은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체로 기업들이 지

출하는 임 비용의 0.1%(소매업)에서 3%(건설업)를 공제하여 조성하고, 

이 게 조성된 기 을 통해 도제교육이나 피용자의 계속훈련 등에 필요

한 경비를 기업들에게 지불하거나 노동자들에 한 임 지불을 지원한다

(정원호 2004, 71).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고용가능성 제고를 해 피용자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환하 다. 그것은 훈련, 직무순환 등 

사용자에 의한 고용가능성에 한 투자가 고용과 노동시장 이동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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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이라는 사고에 기 한다. 2008년 이 에도 정부가 고용가능성에 

한 진자로 여러 정책에 개입해 왔지만, 고용 보호는 어디까지나 주

로 노사가 단체 약을 통해 책임져 왔고, 교육훈련은 기본 으로 기업이 

책임졌다. 국가의 재정  책임은 의무교육으로 제한되었으며, 고용보호를 

한 보편 인 정책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경제 기 응 

과정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건 한 기업이 일시 으로 경제  어려움에 

직면하면 부분  실업조치를 통해 피용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트타임’ 실업(‘part-time’ unemployment)으로 불리는 이 조치

는 사용자가 일시 으로 피용자의 노동시간을 최소 20%, 최  50%까

지 일 수 있도록 한다. 피용자는 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실업 여를 

부분 으로 받는다. 결국 ‘ 트타임’ 실업은 성공 인 기업이 잘 숙련된 

노동자들을 기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고용지원정책인 것

이다(Yerkes 2011). 다른 한편, 2009년부터 네덜란드정부는 기업과 

약을 맺어 경기불황 시에도 극 으로 피용자의 숙련 향상과 훈련에 

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으로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학

습에 한 수요, 숙련 노동자를 활용한 기업의 직무훈련 등에 해서는 

별도의 기 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 해 왔다. 

한편, 1996년에는 민법과 노동법의 개정으로 일제와 트타임 노동

자의 균등 우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단체 약으로 보장되는 임  수 , 

상여 , 기업연 , 기업복지, 교육훈련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Oorschot 2006, 69-70).  

  라. 재정 건전화와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세계 융 기의 여 로 2010년도 네덜란드의 GDP 비 재정 자는 

-5.3%로, 1996년 이래 가장 커졌다. 그러나 OECD의 평균 -7.7,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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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6.0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엄격한 통화정책으로 1990년  

반 이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 과 융 공고화를 

비교  성공 으로 결합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3-11은 지니계수와 

하  10%에 한 상  10%의 가계 가처분소득(P90/P10)을 지표로 한 

OECD 주요 회원국의 소득 불평등 수 을 보여 다. 2000년  말 기

으로, 네덜란드의 소득 불평등 수 은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앵

로색슨 국가들은 물론, 일본, 한국 등 통 으로 불평등 수 이 낮다

고 알려진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네덜란드는 1980

년  반에서 90년  반까지 지니계수, P90/P10가 모두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지만, 다시 2000년  말에는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이

다. 2000년  말 경제 기 이후 재정 자와 공공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든 지난 10여년 간 비교  건 한 재정 기반 에

서 불평등 수 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찰은 잘 알려진 아이버센과 (Iversen and Wren 1998)의 

트라일 마(trilemma)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 요지는 세계화와 탈

산업화된 사회에서 국가는 건 재정, 소득평등, 그리고 고용 증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최  두 가지만 달성하는 수 있는데, 이 때 나

머지 하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자유주의 국가는 소득

평등을 희생하면서 건 재정과 고용증 를 추구하며,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는 건 재정보다 소득평등과 고용증 를 우선시하며, 유럽 륙형 혹

은 기독교 민주주의 모형은 건 재정과 소득평등에 한 강조로 고용이 

희생되는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1990년  반 이후 네덜란드는 다

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29), 높은 고용률과 소득평등을 유

지하면서, 동시에 공공재정의 건 성을 그럭 럭 잘 유지해 오고 있는 

29) 스칸디나비아 사례에 해서는 Jochem(201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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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말 수준 변화%p

지니계수 P90/P10

지니계수 P90/P10

′80중반
~ 

′90중반

′90중반
~ 

′00말

′80중반
~ 

′90중반

′90중반
~ 

′00말
호주 0.336 4.5 - 2.7 - 0.5

오스트리아 0.261 3.2 0.2 - 0.1 -
벨기에 0.259 3.8 1.3 - 0.0 -
캐나다 0.324 5.4 -0.4 3.5 -0.1 0.4
덴마크 0.248 3.5 -0.6 3.3 -0.2 0.2
핀란드 0.259 3.8 2.1 3.2 0.1 0.4
프랑스 0.293 4.3 -2.3 1.6 0.0 0.0
독일 0.295 4.5 1.5 3.0 0.3 0.3

그리이스 0.307 4.8 0.0 -2.8 -0.2 -0.7-
아이슬랜드 0.301 4.4 - - - -
아일랜드 0.293 4.4 -0.6 - -0.1 -
이태리 0.337 5.6 3.9 -1.1 0.8 -0.5
일본 0.329 6.0 1.9 0.6 0.5 0.5
한국 0.315 5.7 - - - -

네덜란드 0.294 4.4 2.5 -0.3 0.5 -0.1
뉴질랜드 0.330 5.3 6.4 -0.5 0.7 0.1
노르웨이 0.250 3.7 2.7 0.7 0.0 0.1
포르투갈 0.353 6.1 3.0 - 0.4 -
스페인 0.317 5.7 -2.8 - -0.9 -
스웨덴 0.259 3.9 1.4 4.8 0.1 0.7
스위스 0.303 3.7 - - - -
영국 0.345 4.6 2.7 1.8 0.0 0.5
미국 0.378 5.9 2.3 1.8 0.0 0.5

OECD20 0.316 4.3 2.1 0.5 0.3 0.1
OECD34 0.314 4.3 - - - -

것으로 보인다.

 

〈표 3-11〉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추이

주: 소득은 가계 가처분 소득을 말함. 
자료: OECD(2011b), p. 45.

네덜란드의 재정 건 화는 1980년  , 루버스(Ruud F. M. 

Lubbers) 수상이 이끈 기민-자민(CDA-VVD) 보수연립정부 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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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긴축재정과 신자유주의 복지개 에 의해 가능했다. 정부의 세출

산 삭감문제를 놓고 기민-노동당간 립으로 연립정부가 붕괴하고 

1982년 9월 총선으로 루버스 수상이 이끄는 기민-자민 보수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연립정부 발족 당시의 공약 로 루버스정권은 국가 재정의 

격한 재편과 사회보장 여의 축소에 매달렸다. 그 첫 번째 조치는 민

간부문 임 과 공공부문 임 , 그리고 이 지출(transfer payments)간 

자동연계 메커니즘의 단 과 임 억제 다. 최 임 과 사회 여를 계약

임 의 평균 변화에 연동하던 방식은 1982년과 90년 사이에 한 번도 

용되지 않았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34). 

그 다음으로, 루버스정권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보험의 

여자격의 강화, 여 수   기간의 단축, 그리고 보편  복지보다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공 측면의 경제에 부합하는 복지국가 축

소를 단행했다(Bekker 1999, 21-22). 그 결과 1985년부터 사회지출이 

안정화되었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36). 이어서 1980년  

반부터는 실업보험 수  자격을 개인의 노동경력과 연계시키는 원리가 

도입하 고, 그것은 차 엄격해졌다. 활성화정책은 직 이고 명백하게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혹은 고용된 노동자의 실업을 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여자격에서 근로연계 기 의 도입  강화는 간 이

기는 하지만, 노동자에게 실업이 그리 매력 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

고, 이들에게 보다 강력한 구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 으로 했다

(Oorschot 2002). 1980년  말,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은 실업  12개

월 동안 최소한 26주의 근로경력을 요구했고(1987년 에는 실업  해

에 어도 130일 근무 충족), 여수 은 실업  임 의 70% 으며

(1987년 이 에는 80%), 수 기간은 노동경력과 연령에 따라 최소 6개

월, 최  5년(1987년 에는 최  2.5년)이었다. 2011년 재에는 수

자격을 단시간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했지만, 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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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격 급여수준 급여기간

- 65세 이하의 실업보험 가입자

- 최소 주당 5시간 실업

 (주당 10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노동시간의 

50% 이상 실업)
- 실업전 36주 중 최소 26주의 고용경력이 

있는 자

- 장애급여, 질병급여 비수급자

- 부분적으로 근로가능한 자를 위한 

근로재개급여(WGA) 비수급자

- 구직을 위해 고용보험공단(UWV 
Werkbedrijf)에 등록된 자

- 실업후 첫 

2개월까지, 
실업전 임금의 

75% 지급

(1일 최대 188,88€)
- 실업 2개월 

후부터 실업 전 

임금의 70%   
지급

- 원칙은 실업전 

근무경력에 

따라 다름

- 최소 3개월,
  최대 38개월

을 최소 3개월에서 최  38개월로 폭 축소함으로써 총 여액의 삭감

을 유도하고 있다(〈표 3-12〉참조). 

〈표 3-12〉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2011년 1월 현재)

자료: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2011a).

복지 축소와 련하여 의미 있는  다른 개 은 장애보험제도이다. 

네덜란드의 장애보험(Wet op de Arbeidsongeschiktheidsverzekering: 

WAO)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노동자가 질병보험(Ziektewet: ZW) 

여를 받은 이후에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것은 고용

주에 의해서 여가 주어지는데 이  임 의 70% 수 의 여를(단체

약에 의해서 100%까지 받을 수도 있으나 2년간 170% 이상 받을 수

는 없음) 보장하게끔 되어 있다. 이 여의 지 기간이 지나면 노동자들

은 장애보험법에 의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이  

노동능력의 15% 이상을 손실한 수 의 장애가 있다고 정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 제도에 임 의 70% 수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네

덜란드의 질병보험․장애보험 수 자 수는 1980년 에 꾸 히 증가하여, 

1990년  반에는 115만 명에 달하기도 하 다. 이는 당시 노동가능인

구(16~65세)의 11%를 상회하는 규모이다(정희정 2006). 1970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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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한 인즈주의  근은 실업 감소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

한 반면, 노동공 의 축소와 복지비용의 증 를 래하 다. 조기은퇴를 

앞둔 고령자나 잉여노동자들, 실업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것이 장

애 여제도 다. 한 장애보험제도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혹은 조기은

퇴제를 진하는 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38; Bekker 1999). 1990년에 루버스 수상이 ‘네덜

란드병’을 언 하면서, 이 제도는 심각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고비용

제도로 정된다. 그 다음 해인 1991년에 장애인에 한 개념 자체가 

재정의되면서 장애연 의 최  수 기간이 축소되었다. 여액도 낮아졌

고 수 자 수도 축소되었다(Bekker 1999). 이후 장애보험을 비롯한 사

회보험의 운 , 집행, 감독에서 노사의 역할은 폭 축소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보험제도 개 을 한 문 원회(Donner 

Commission)가 설립되는 등 수차례의 개 이 이루어졌다. 문 원회

의 보고서는 장애 획득 이후 소득보장에서 장애 방 심으로의 이동

이 필요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기 단계에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에 참여할 수 능력을 키워주는 활성화정책의 필요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된 구체 인 정책 변화는 질병보

험의 여보장의 고용주 책임 기간의 증가(2004년 1월부터 고용주 책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와 장애보험제도의 이분화, 즉 2006년 1

월부터 WAO를 근로능력에 따른 근로소득법(WIA)으로 체한 것이다. 

WAO에서 WIA로의 제도 개 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 정도에 따라 노

동자들을 다른 제도에 용시킨다는 이다. 즉, 이 에는 WAO에 용

되기 해서는 이  노동능력의 15% 이상의 상실이라는 조건만을 충족

시키면 여를 상당 기간 동안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일정 수 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노동시장 참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정된 

노동자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인․장려하는 데 목표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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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를 해 노동능력을 완 히 상실한 자와 그 지 않은 자들을 

각기 다른 제도에 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노동능력의 80% 이상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완  장애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들을 한 소득보

호법(Inkomensvoorziening Volledig Arbeidsongeschikten: IVA)에 

용받게 되어 있고, 이외 노동능력을 상실하긴 하 으나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정된 자들은 노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의 재고용법( 

Werkhervatting Gedeeltelijk Arbeidsgeschikten: WGA)의 용을 받

는다(정희정 2006).

요컨  1980년  이후 네덜란드의 복지 개 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 

고용경력, 장애정도, 근로능력 등에 따라 시민의 사회권에 한 근과 

여수   기간을 차별화하 고, 궁극 으로는 총 복지지출의 억제를 

지향해 왔다. 사회권의 축소가 재정 건 화와 교환되었던 것이다.  다

른 특징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이다. 고용보험의 수 자격은 구직을 

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보험 제도도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4. 국가 주도의 유연안정성 모델

네덜란드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이 정착하기까지는 사회집단과 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독자 으로 문제에 한 진단과 정책수립에 근거하

여 강력하게 정책을 집행해 온 국가의 역할이 컸다. 1982년부터 1994

년까지 12년의 집권기 동안, 루버스수상은 건  재정 회복, 기업의 채산

성 향상, 일자리 공유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산업 반에 걸쳐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정부 료들은 네덜란드병의 원

인을 노동시장의 높은 비활력에서 찾았고, 루버스는 “일자리, 일자리, 일

자리”를 외쳤다. 정책결정자들이 개 을 해 활용한 수단은 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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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복지개 에 한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이를 해 아

이디어를 새롭게 이 하는 것이었다.

바세나르 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임 억제를 어부쳤을 

가능성이 크다. 바세나르 약 이틀 인 1982년 11월 22일, 이미 루버

스정권은 공무원 보수, 최 임 , 사회 여의 동결을 일방 으로 선언한 

상태 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00-1). 계속되는 실업률 상승

으로 노조의 조직력은 쇠퇴해 있었고, 조합원의 사기도 하되어 있었다. 

1975년에 37.8% 던 노조 조직률은 1982년에 32.3%로 감소했다. 수

세에 몰려 있던 노조는 별다른 항을 할 수 없었고, 바세나르 약은 

이런 분 기 속에서 타결되었다. 

임 억제는 사회  지지가 약했던 복지 축소 개 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1990년 에 질병수당은 제도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민 화했다. 미망인수당  고아수당은 격히 삭감되었고, 여의 임  

지수제는 낮게 책정되어 실질 으로 무의미해졌다. 정부의 복지 민 화

와 축소에 응하기 해 노조는 사회보장 이슈를 단체교섭 의제로 상

정했다. 하지만, 그 결과 임  문제는 교섭의 심의제에서 려나게 되

었고, 노조의 의도와는 달리 임 억제가 실화되었으며, 노조가 기 한

만큼의 사회보장 수 도 지켜내지 못했다(Cox 2001). 

1994년 총선으로 네덜란드 최  노조 연맹인 FNV의 직 의장이던 

빔 콕(Willem Wim Kok)을 수상으로 하는 노동당, 자민당, 민주66당

(D66)으로 구성된 자 빛(purple) 연합이 등장했다. 자 빛 연합정부는 

1917년 이래 기민당이 참여하지 않은 최 의 정부 다. 그러나 이 연립

정부는 유연화정책의 철을 해 노사정 3자 합의시스템을 경시했고 

형해화시켰다. 슬롬 (Slomp 2003)에 따르면, 두 자유주의 정당, 자민

당과 민주66당은 모든 주요 사회경제법안과 련하여 사회경제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정부의 의무를 없애고자 했고, 소기의 목 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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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빛 연립정부의 제1과제는 더 많은 시장과 더 작은 정부 고, 제2과

제는 더 은 정책 의 다. 정부는 유연성 증 를 해 상  개 시간

의 연장과 노동시간 규칙의 완화를 강제하 다. 어느 역에서도 정부는 

경제사회 의회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았다. 별 다른 논의도 없이 정부는 

질병보험을 민 화하 고,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노사정 고용서비스기

을 무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시민들에게 실업문제가 단지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와 사용자 등 개별 행 자의 태도  행태와

도 련이 있다는 을 끊임없이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심은 

당근과 채 의 미시  근에 을 두는 것으로 바 었다(Oorschot 

and Abrahamson 2003). 실업보험과 련하여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1996년의 처벌조치법(Penalties and Measures)의 도입이다. 이 

법안의 목 은 비자발  실업자들이 보다 열심히 구직활동에 나서도록 

사회보장 리의 제재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이 에도 구직 의무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행정기 의 권한사항이었지만, 처

벌이 느슨해 실효성이 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비순응자에 한 

제제를 의무화했고, 국 으로 각 문제행동별 제재방법을 명시하 다. 

행정기 은 법률에 따라 제재를 집행하도록 정책화되었다. 둘째, 1980년

와 90년  동안 근로연계 자격조건  수  기 은 개인의 노동경력

과의 연계를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바 었다. 반 으로 수 자격은 보

다 엄격해졌고, 실업자들의 여는 더 낮아졌으며, 여기간은 더 짧아

졌다(Oorschot and Abrahamson 2003).

장애연  개 은 노사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1990

년 에 장애연 문제와 련하여 사회경제 의회의 의견은 분열되었다 

최  노조연맹인 FNV는 소속 노조원들의 반발에 려 그것이 실업연

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정부의 비 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거부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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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잉여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장애연  수 자로 돌릴 수 있었

기 때문에 장애연  리에서 노사의 역할 축소에 반 했다.  정부는 사

용자의 반발과 노조의 규모 반 시 를 무시하고 독립 인 외부인사들

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감독체제를 도입하고 장애연  개 을 단행하

다(Slomp 2002). 장애보험제도 개 에서 재고용법(WGA)의 도입 목

은 노동 능력을 완 히 상실하지 않은 부분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는 데에 있다. 재고용법은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일을 하도

록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들을 한 재정 유인도 제공한다. 재(낮은) 

소득과 이 소득의 차이의 70%를 추가 여로 제공하고 있다. 즉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이 소득의 70%에  소득의 30%를 추가 으로 받는 효

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추가 여 취업 기록에 따라 여 제공 기간이 

제한된다(정희정 2006). 

의회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회보험 여 리의 방만함과 수  남용사

례는 성공 인 활성화개 의 한 장애물로 낙인이 혔다. 이것을 정

부는 여 리에서 노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합리  근거로 활용하 다. 

그리하여, 1990년 의 장애보험, 공공고용서비스의 개 은 보험행정에서 

노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1년의 근로소

득시행법은 사회보험의 양자운 체제의 해체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고용

진  근로소득지원 서비스제도들은 경쟁체제가 도입되거나 민 화되

거나 통폐합되었다. 노동복지 운 에 깊숙이 여해 왔던 노사 표는 

오늘날 근로소득 원회(Raad voor Werk en Inkomen: RWI)에서 순

히 활성화정책에 한 자문역할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Clegg and 

Wijnbergen 2011, 341-2).

네덜란드 료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한 아이디어를 재 이 함

으로써 그들이 의도한 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유연화’란 신자유

주의자들이 과도하게 규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비 하면서 사용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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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다. 노동시장 경직화와 해고에 한 각 종 규제는 고실업을 낳고 국

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비 받았다.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화

가 어렵게 쟁취한 산업권(industrial rights)에 한 양보를 의미한다며 

이를 비 했다. 좌우 간 논쟁에서 네덜란드 정책 개 가들은 여성 노동

력에 한 아이디어를 바꾸는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탈규제를 철

시킬 수 있었다(Cox 2001). 즉, 여성의 일자리 증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에 한 담론을 만들어내면서 

트타임 노동 활용을 정당화한 것이다. 여성 트타임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리는 것과 동일한 수 으로 연 등 사회보장 권리를 리

기를 희망했다. 이를 쟁 화하고 입법화하기 한 운동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정규직 심의 조직에서 트타임 노동자로 조합원을 

확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차 유연성에 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시작한다(Cox 2001). 

‘유연화’가 인기를 끌던 1980년  반에 ‘활성화’란 용어가 등장하

는데, 이는 복지국가가 변화된 경제구조에 응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사

회 여정책의 보다 구체  표출이자 노동의 (재)통합을 극 으로 장려

하는 제도로 이해된다(Clegg and Wijnbergen 2011, 333). 이 개념은 

좌 와 우  모두로부터 환 을 받았다. 노동시장 활성화는 여 의존도

의 축소 등 통 으로 우 가 선호하는 주제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한편, 좌 가 선호하는 사회정의의 언어로도 이  될 수 있다. 후자

는 제한된 시장권력을 갖는 취약집단이 직면하는 소외감 등 험으로부

터 탈산업노동시장을 보다 사회 으로 포섭 인 시장으로 만들기 한 

시도라 할 수 있다(Clegg and Wijnbergen 2011, 334). 그 무엇보다 

활성화정책의 특징은 인즈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s)를 

슘페터  근로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환하는 것

이었다. 국가가 공 측면에 개입하여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 재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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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해 시장과 복지를 개 하고,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활성화

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0년 에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을 둔 집단지향  활성화정책은 

2000년 에 들어와 보다 개별화되었다 여를 받는 자와 구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구나 개인 재통합 동의서(individuele reintegratie 

overeenkomst: IRO)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이 승인되면 구직을 해 

어떤 (민간)재통합 서비스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 행정기 이 

아니라 개별 고객이다. 재통합 공 자는 고객이 구직활동에 성공했는지, 

구직 6개월 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는지,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크림 걷어내기’(cream-skimming) 효과, 즉 재

통합 공 자가 한 일자리를 찾을 것 같은 구직자를 심으로 서비

스를 제공할 험을 안고 있다(Clegg and Wijnbergen 2011, 342). 

1980년  이래 “일할 수 있는 자는 일해야 한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

의 모토이다. 노동시장 참여야말로 사회  배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1b).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의 빔 콕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 하

에서 유연안정성은 더욱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다. 노동시장과 복지정책

에서 신자유주의 개 이 지속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트타임 노

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에 한 차별 철폐, 균등 우가 보다 강화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지원하기 해 휴가제도, 육아휴직, 돌 휴가, 

안식휴가와 같은 안정화 정책들이 개 되었다. 임 억제정책 기조도 그

로 유지되었다. 공식 으로 임 결정은 정부개입으로부터 자유롭다. 하

지만 바세나르 약 이후 29년  13년 동안 정부는 임 동결을 종용해 

왔다(Klaveren & Tijdens, 2011, 44). 앙정부는 직 인 방식이 아

니라 간 으로 임  억제 압력을 가해 왔다. 그 방식은 략 두 가지

이다(Slomp 2004, 47). 그 하나는, 사  소득이 과 사회  소득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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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키는 방식이다. 구체 으로, 평균 인 시장임 이 증가하면, 단계

으로 앙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여도 자동 으로 증가하도록 하

는 것이다. 비노조원과 수 자를 표하기 해 노조 한 이런 식의 

국  연 의 표 에 가치를 둔다. 다른 한편, 이 방식은 앙정부가 민

간부문 상에서 임  자제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정부

는 노사가 민간부문 임 인상을 자제하지 않으면, 사회보험 여인상과

의 연계를 용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방식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해서는 단체 약의 구속력을 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부분 으로 이러한  때문에 1990년  

의 많은 단체 약이 숙련, 학력, 연령 노동자들에게 보다 낮은 

임  인상률을 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트타임 고용의 확산을 진하려는 목 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극 으로 변했다. 그 단 인 가 1996년의 노동

시간법이다. 이 법은 1919년부터 유지해 왔던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제

약을 폐지했다. 신법은 단체 약이 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1일 10

시간, 주당 45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심지어 양육휴가를 연장하는 법 개

정(1997년)과 노동시간조정법(2000년) 도입은 사용자단체의 반 가 컸

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철시켰다

(Slomp 2004, 48). 

요컨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복지축소 개 은 네덜란드병에 한 

원인 진단을 통한 정부의 정책처방책으로 등장했다. 임 억제와 노동시

장 유연화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한다는 논리로 이 되었다. 활성

화정책은 한 복지가 일하지 않는 여의존  시민을 양산한다고 보

는 우 와 사회 으로 배제된 취약집단을 노동시장으로 포섭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는 좌  시각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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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당 성과 무 하게 인기있는 정책이었다. 복지 축소와 개별화는 

활성화정책을 지원하고 재정 기를 완화하기 한 것으로 이 되었

다. 네덜란드정부는 정책집행을 해 코포라티즘 기제를 히 활용했

지만, 결코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노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을 체로 철시켜 왔다. 특히 장애보험은 복지 남

용의 표  사례로 사회  낙인이 히면서 노사의 거센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애 에 의도한 로 수 권의 제약과 보험행정에서 노사의 

권한 축소를 단행할 수 있었다. 

5. 결론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실업률을 폭 낮추

고 고용률을 획기 으로 끌어올린 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모데렝 

해 유연화 정도는 높지만 취약계층에 한 안정성 정도가 약하다는 

비 이 많았지만, 1990년  반 이후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가 꾸 히 

강화되어 최근에는 근로조건  단체 약, 사회  권리에서 정규직과 거

의 동등한 우를 받고 있다. 유연안정성이 제 로 이름값을 하게 된 것

이다. 네덜란드 유연안정성모델의 가장 어두운 면은 사회권의 축소이다. 

서유럽에서 복지 후진국이었던 네덜란드는 1960년 부터 복지정책을 

속히 발 시켜 스웨덴에 버 가는 복지 선진국이 되었다(김인춘 2007, 

312). 보편 ․포 ․연  원리가 강했던 후 네덜란드의 복지제도

는 1980년  이후 차 선별 ․배제 ․개별  색채를 강화해 왔다. 

처음에는 복지 재원의 제약이라는 재정  이유로 복지 축소가 시작되었

으나, 신자유주의 복지개 은 차 기독교민주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

이 지배하는 연립정부의 명백한 정책목표가 되었다(Oorschot 2006, 

72). 복지에서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과 시장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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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난 수십 년 간 GDP 비 사회지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진기록

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의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통 인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조차 자유주의  원리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추세여

서, 네덜란드의 복지 축소 개 이 특별히 외 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 의 핵심 주장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모델은 경로의존  발 이 아니라 새로운 

경로형성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 해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활성화, 코포라티즘  정책결정의 복원, 신자유주의  복지개 , 비정규

직에 한 사회  안 장치의 강화 등은 노동시장과 복지의 새로운 연

계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부

분 인 실성을 가질 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세계화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네덜란드의 사례에도 

용된다. 1980년 부터 부분의 국가가 유연화를 추구했지만, 네덜란

드처럼 ‘비정규직의 정상화’를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와 병행발

을 도모하고, 그것이 우수한 경제 실 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주장하

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는 행

자들의 목 의식  노력과 략  상호작용에 의해  시장경제체제의 

심 인 가치와 작동원리를 재편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제도  상보성 개념과 련해서

도 네덜란드는 새로운 에서의 해석을 가능  한다. 생산 짐과 복지

짐의 상호 의존성 자체는 여 히 설득력을 갖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

와 복지 짐, 혹은 조정 시장경제와 사민주의 복지 짐의 연계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경제실 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

덜란드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질 인 요소들이 혼합되더라도 경제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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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자유주의국가

들만큼 유연하지만,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정부의 투자는 사민주

의 국가들 이상으로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 계는 앙수 의 

의체와 산업별 단체 약으로 조정되고 있다. 사민주의 성격이 강했던 

복지체제는 과거에 비해 좀 더 자유주의 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훨씬 하며, 특히 비정규직에 해 매우 보호

이다. 

둘째, 네덜란드 모델에 한 기존 연구들은 바세나르 약으로 상징되

는 노사정 력체제에 의한 임 억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교환, 유연안정

성법으로 상징되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성공  교환이라는 측면을 부

각해 왔다. 그러나 이 은 유연안정성모델이 정착하기까지 노동시장정

책과 사회정책 역에서 노사정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때마다 국가가 상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철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 다. 이를 해 국가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시하고 히 활용하기는 하 으나, 결코 이에 종속되지는 않았다. 정

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노조나 사용자집단의 항에 부딪히면, 정부는 코

포라티즘 기제를 우회한 여론의 동원, 임 과 사회보장 여의 연계제도 

폐지, 의회조사 등을 통해 노사를 압박하 고, 결국 이들이 단기 인 이

익 극 화 략을 포기하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다. 한 정

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사회  지지를 동원하기 해 

탁월한 이  능력을 발휘하 다. 이를 통해 거부권을 가진 이익집단

을 회유하거나 사회 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철할 수 있

었다. 이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가, 얼마나 효과 으로 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개 정치의 주도권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사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집권세력의 정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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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시장과 복지개 에 미치는 향이 제한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1980년 부터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축소는 기민당이 주도하 지만, 

이후 약 8년간(1994년 8월~2002년 6월) 연립정부를 주도한 노동당은 

기민당의 정책을 모방하 다. 한 비정규직에 한 차별 철폐와 안정화

조치는 노동당 집권기에 보다 극 으로 추진되기는 했으나, 기민당 역

시 이를 지지하 다. 좌우 정당간 정책 차별성이 약했던 것은 네덜란드

의 정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통 으로 노조와 

좌 의 조직 기반이 약하고, 사용자집단과 도우 의 힘이 강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의존 인 소국 개방경제의 조건 속에서 의주의

와 코포라티즘 등 타 의 정치에 의해 일정한 권력균형이 유지되어 왔

다. 비례 표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제도  기제이다. 비례제 하

에서 지 까지 어느 한 정당도 의회의석의 1/3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정도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소수 의 완 한 패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 를 월한 국가주도 유연안정성모델은 기본 으로 이러한 상호존

과 타 의 정치문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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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스웨덴 사례(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스웨덴 복지제도의 근간은 “국민의 집(Folkhemmet; The People’s 

Home)”이다. 국민의 집은 사회민주노동당 표인 페르 알빈 한손

(Per-Albin Hansson)이 1928년 국회연설에서 최 로 제시한 용어로, 

당시의 스웨덴 계  문제와 불평등,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치, 경

제, 사회 개 을 제안하는 스웨덴의 복지 출발 이자 복지지향이 되었다

(신필균, 2012; 최연 , 2012; 김용하 외, 2011). 

“집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좋은 집에서는 구도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고, 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하는 사람

도 없고 홀 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밝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도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

며, 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1928년 ‘국민의 집’ 연설문 발췌, 신필균 외, 2012 재인용).

이 연설 이후 1932년 처음으로 다수 집권당이 된 사회민주당은 이후 

스웨덴 복지국가의 근간을 만들고 성장과 분배, 평등과 연 , 민주주의

를 통해 사실상 스웨덴의 20세기를 이끌어왔다. 실제로 사민당이 30년 

이상 집권하면서 스웨덴은 1960년  이미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 경제발 과 부의 분배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완 고용을 통한 

극  노동시장정책 도입,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해 필수 인 무상 교

육정책 등의 근간을 마련하 다(김용하 외, 2011: 209 재인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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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1). 

즉 스웨덴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완 고용과 경제성장을 

통한 끊임없는 재원조달과 보편 인 복지시스템이 이 시기동안 구축된 

것이다. 이것이 스웨덴 복지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재정건 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즉 스웨덴은 완 고용와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이다. 이 때문에 스웨덴 복지에서 완  고용과 낮

은 실업률 유지를 통한 보편  복지의 재원 확보는 정책의 최우선 순

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완 고용을 유지하기 한 방법으로서 극 노동

시장정책이 도입되었으며(Esping-Andersen, 1996: 38-39), 극 노동시

장정책은 스웨덴 복지의 보편  복지에서 가장 요한 요소가 되었다. 

극 노동시장정책은 경제호황기에는 고용을 해 국가가 개입할 필

요가 없지만 불황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배출되는 실업자들에게 국가가 

극 으로 개입해 재교육, 재배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1948년 국가노동시장 원회(AMS, National Labor 

Market Board)와 노동시장지방사무처(Lansabetsnamnd, Local Labor 

Committee)로 구분하여 각 지방사무국에서 실업자들이 재취업될 때까

지 책임지고 알선하는 역할을 맡았다(최인 , 2012 재인용; 

Riksrevisionen, 2006). 노동시장 원회는 정부  의회의 통제를 받으

며 산하에 21개 지역사무소가 있고, 283개의 군직업소 원회 418개의 

직업소개서는 각 지역사무소의 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김용하 외, 

2011 재인용). 

이와 함께 스웨덴의 경제성장-복지정책-노동정책의 연계가 가능했던 

핵심요소로 거버 스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1920년 부

터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었고, 1930년 에는 공황에 따른 경제 기로 

노사분쟁이 차 심각한 상태에 이르 다. 이러한 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 1938년 생산직 노조총연맹(LO)과 고용주 회(SAF)가 스톡홀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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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살쮀바덴에서 약(살쮀바덴 약, Saltsjöbasen Agreement)을 체결

한 것이다. 이는 앙집권화된 노조와 고용주 회가 국가의 개입을 배제

하고 자율  상을 통해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신뢰와 책임, 

타 과 의를 통해 경제제반 문제의 해결을 한 안정 인 통로를 마

련(Petersson, 2000: 19-20)함으로써 자본과 노동 간의 새로운 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 약이 스웨덴 노동시장유연화와 직결되는 특징이며, 

‘스웨덴 모델’로 명명 되는 것이다(성연옥, 2012 재인용; 한국노동연구

원, 2005). 

경제성장과 복지정책-노동정책의 연계로 특징되는 스웨덴 모델은 

1990년  경제 기 이후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기 

속에서도 재정건 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축소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The Huffington Post, 2012/11/20). 

〔그림 3-21〕스웨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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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

스웨덴은 2009년 기  시간제 근로자가 체 근로자의 21%(여성근로

자의 32%)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와의 차이 은 임 과 직업안정성, 사회보험  부가 여 

수 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제근로자들의 지 가 양호하여 EU 

국가내에서도 가장 바라직한 형태로 시간제 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

이다(Eurofoundation, 2007).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가 처음부터 시간제 일자

리로 만들어진 경우보다 상용직 일제의 단축근무 형태로 만들어진 경

우가 부분이라는 것이다.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 형태  가장 유율

이 큰 것은 부분휴직(partial leave of absense)을 받아 단축 근로한 것

이다. 이는 1970년 부터 일제에서 단시간근무로 변경하고,  다시 

일제 근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구축하 다. 부분휴직은 

첫째, 육아휴직기간(1974년 6개월 → 2002년 40개월) 동안 부모는 단

시간근로와 단시간휴직을 병행할 수 있으며, 둘째, 어린 자녀를 둔 모든 

일제근로자들은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주당 10시간으로

까지 (무 )단축할 수 있으며, 60-65세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일 때, 

교육․입법․ 련 의무  노조활동 등을 해 근로시간을 (무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가장 형 인 시간제 근로자들은 

상용직 일제 근무로 일 하다가 육아기에 시간제 근로 요구권을 행사

하여 자발 으로 근무시간을 20~50% 가량 단축하여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다(김 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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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유연성에 대한 복지중심의 대처 형태

  가. 렌-마이드너 모델

스웨덴에서 복지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 , 강력한 노동운동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  부터 사민당이 도입한 과 마이드

 모델(Rehn and Meidner model)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직 노

조총연맹(LO) 내 연구부서에서 과 마이드 라는 두 경제학자가 독창

인 경제운용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임 을 동결함으로써 

인 이션을 막는 통 인 경제운용 방식을 거부하고 생산성 증가를 

통해 실질임 을 상승시키고 복지국가를 발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자본의 투자는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한 산업구조 합리화에 집 되도록 하 다(신  

외, 2001 재인용).

이 당시 스웨덴은 기업 심의 성장정책으로 생산성보다 높은 임

을 지 해야 하는 소기업들의 산이 을 이었고, 수출 기업 등 고

생산성 산업부문이 과이윤을 리면서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게 된 것

이다. 이는 스웨덴의 평등기조와 배치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산업의 

갈등은 국가 체의 이익을 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과 마이드  모델은 체로서 노동운동의 장기  이익을 임노조

의 단기  재분배 압력과 동일시함으로써 임노조의 단기  재분배 압

력을 정당화 하 다.  모델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  원칙은 임

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  원칙은 노동운동으로 하여  소득정책의 혼

란으로부터 비켜날 수 있게 하 다. 왜냐하면 그 원칙은 보다 합리 인 

임 구조를 만들면서 임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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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재인용).

-마이드  모델은 ‘일자리 보장’(job security, 즉 평생직장)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으로의 환이 제기되는  시 에서 

본 연구의 핵심키워드인 유연안정성(flexecuity)30)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약 20여년간 스웨덴 경제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든 동력이었다. 

  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2차 세계 이 끝난 후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임 인상과 구매력 향

상, 임 격차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 다. 당시 리 퍼져있던 임

격차의 완화를 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 정책이 필요하 고 노동조합운동은 임  근로자의 신속한 임 개

선을 추진하기 하여 집단 인 노력을 경주하 다. 이러한 임 연 정

책(wage policy of solidarity)은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상 으로 

임 에 의존하는 산업을 도태시키고 조업단축  고용감소의 결과를 가

져왔다. 동시에 고임  산업의 성장을 진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극 노동시장정책이 임 연 정책을 지지하고 완 고용을 달

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즉 스웨덴 정부는 장래가 불확실한 임  산업의 근로자를 보다 나

은 임 과 안정된 근로기회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쉽게 이동시키기 

해 극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이 직

종  지리  유동성을 진하도록 입안되었고 정부가 운 하는 지방고

30) 유연안정성이란 Adriaansens(1995)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편으로 노동시장, 작업조직 

 노사 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특히 노동시장 내외의 취약집단의 안정성(고용안

정성  사회보장)을 동시에, 그리고 계획 인 방식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략”(Wilthagen & Tros, 200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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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무소가 이 정책의 략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직업훈련

과 직업재교육이 하나의 직종 는 산업에서 다른 직종 는 산업으로 

이동하는데 요한 수단이 되었다. 한 근로자의 지리  이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  보조 에 의해 진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이 과거

의 소극 인 실업정책을 체하 고, 경제  조건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 되었으며 한 자격

을 갖춘 근로자의 부족에 의하여 래된 생산차질을 제거하기 하여 

노동시장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다.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은 실업

자에게 소극 으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데에서 벗어나 활성화 원칙

(activation principle)에 근거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취업훈련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 실업자가 비어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극 으로 돕기 때문에 비어있는 일자리는 신속히 채워지며, 일자리로 인

해 지역을 옮기는 경우 이주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극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은 완 고용을 달성하기 하여 실업 여와 

고용연계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를 상자 특성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첫째, 구직자들에게 직

업을 소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노동

공 에 향을 미쳐 노동에 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셋째, 실업자와 장

애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소득 상실분을 보 해주는 실업보험 여를 지 하고, 직

업 훈련  임 과 같은 훈련수당(실업 여와 동일, 실업수당 없는자 

245kr/일)을 제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이 가

져오는 부정 인 효과를 상쇄하기 하여 첫째, 노동시장 정책 이외의 

역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둘째, 정부 교육정책과 연계하

여 노동자의 기술수 을 향상시키는 기술교육 로그램을 운 하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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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고등학교 뿐 아니라 성인평생교육과 주민학교(주로 소규모이며 주거

지에 있음)에도 련 로그램을 신설하고 있다. 넷째, 회사와 개인은 

각자 경기가 향상될 때를 비하고 있다(신필균, 2012 재인용). 

1948년 설립된 국가노동시장 원회는 노동시장정책의 목표와 정책

상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노동 원회(National Labor 

Market Board)는 다시 지역노동시장 원회에 이러한 계획은 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노동시장 원회는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

구로서 노동시장정책수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할 책

임이 있다(노동시장 원회 홈페이지 http://www.arbetsformedlingen.se/). 

노동시장 원회의 모니터링  평가와 련된 책임은 첫째, 모든 통계

는 세출 산의 방향에 따라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가 확보되도록 반드시 

성별, 연령별, 이민여부별, 장애여부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책수

단이 도입되면 노동시장 원회는 로그램의 추진에 련된 자세한 차

에 따라서 실험  사업수 에서도 노력을 강구한다. 노동시장 원회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충원문제 등에 한 측과 평가보고서를 산출하고 

정부의 연간세출 산에 추가 으로 정부는 노동시장 원회와 지속 인 

화를 한다. 

국립노동시장 원회는 2008년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해 국립고용서비스

센터인 AF31)(National Employment Services Office)로 명칭을 바꾸

고 보다 효율 인 실업자 재취업 교육과 일반인 직업교육, 그리고 청년 

구직자의 구직서비스 등 다양한 직업소개  재취업에 한 업무를 총

하고 있다. 이 개 은 2006년 들어선 우익정권이 보다 효율 인 실업

책을 강구하기 한 목 으로 단행되었으며, 구직자의 요구와 기업의 

희망에 따른 맞춤교육과 장애인, 이민출신 구직자 등 사회  약자를 

31) AF는 스웨덴어 arbetsförmedlingen(고용서비스)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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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로그램, 수요와 공 의 정확한 측을 한 통계의 제공 등 다양한 

구직 로그램과 서비스를 노조, 기업, 그리고 실업자를 해 으

로 추진하고 있다(김용하 외, 2011 재인용; AF, Rapport 2010). 

국립고용서비스센터(AF)는 교육 로그램 개발과 통계의 정확한 측

과 제공을 한 업무를 담하고, 실업보험을 재교육보험으로 변경하고 

장기실업으로 환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 하고 있다. 지방의 직업

소개사무소는 일 일 담 코치제를 두어 청소년 실업자, 장애인 실업자, 

외국인 실업자 등 구조 으로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사회계층의 노동시장 

투입을 해 특별 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용하 외, 2011 재인용; AF, Rapport 2010).

국립고용서비스센터(AF)의 역할은 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자 업

자들이 의뢰한 일자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구직자들에게 소

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당한 구직자가 없을 때 재교육을 시켜 

수요의 요구에 걸 맞는 공 을 창출해 내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경우 업종 변경을 한 재교육의 경우 재정  지원까

지 해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김용하 외, 2011 재인용). 

국립고용서비스센터(AF)의 활동은 1990년  들어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고용서비스센터의 서비스와 교육 로그램에 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매달 재교육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과 고용서

비스센터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2002년부터 2005년 

동안 측정한 여론조사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주 만

족과 체로 만족하는 두 그룹을 합하면 이용자  70~80% 정도가 서

비스와 교육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제공되는 재취업 교육

로그램과 모든 서비스를 통틀어 측정한 통계치로 국립고용서비스센터

(AF)에 한 평가를 잘 반 해 다(김용하 외, 2011 재인용). 

1990년 까지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은 6가지 유형의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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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시장훈련과 고용보조, 근로경험 로그

램, 채용보조 로그램과 자 업자 지원 로그램, 청소년을 한 근로연

계 로그램 등으로 변화하 다. 먼  노동시장훈련 로그램(labor 

market training)은 기에는 직업훈련 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 일반 인 교육내용을 포함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민자들을 한 교

육 한 노동시장훈련의 일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근로경감 로그램

(relief works)은 보조 을 주는 고용제도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약 6

개월의 임시 일자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공공 역에 배치되었으나 

확장되어 민간 역에도 일자리 배치를 받았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주들

은 공공 고용사무실로부터 승인을 받아 보조 을 지 받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은 공동 약에 따라 임 을 지 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8

년에 폐지되었다(나 선․김안국, 2010). 

근로경험 로그램(work experience schemes)은 1990년에 근로경감

로그램을 확장하여 체한 것이다. 이 제도의 목 은 구직자들을 정규

고용 밖으로 어내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었고, 근로경험제도

의 참가자들은 실업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채용보조 로그램

(recruitment subsidies)와 고용보조 로그램(employment subsidies)는 

정규고용에 있어서 흡사한 로그램이며, 두 로그램은 고용주가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고용함에 있어 보조 을 받고, 공동 약에 따라 정규임

을 지 하는 것이다. 자 자 지원 로그램(self-employment grants)

은 6개월까지의 실업 혜택으로 구성된 보조 으로 고용사무실로부터의 

정 조사 후 승인을 받으면 실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지 받을 수 있었고, 한 기업가정신에 한 훈련도 받을 수 있었

다. 근로실제(work practice) 로그램은 청년층 로그램으로서 1992년

에 25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상으로 한다. 2000년 에 극 인 보

장 로그램(activity guarantee) 로그램이 소개되었을 때 상당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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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야기되었다. 이 로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실업상태인 사람들이 상

이 되었으며, 로그램 참여자들은 취직을 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받기 

까지 풀타임 활동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다(나 선․김안국, 2010).

2010년 스웨덴의 공공고용서비스는 60억 SEK로 증가하 고, 극

노동시장정책은 39억SEK로 증가하 다(Sweden Fiscal Policy, 2010). 

민간고용사무실 40,000개소가 새로운 활성화제도에 참여하 다. 제도는 

구직과 개발(job and development) 참여자들을 상으로 3개월에서 6

개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성화 제도는 정해진 시간의 25%는 구직

활동을 하도록 하 다. 재 공공고용사무실은 8,000개소에 달하며, 직업

경험과 숙련된 기술 향상을 배울 수 있는 곳은 4,000여개소, 노동시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1,000개소에 달한다(김용하 외, 2011 재인용). 

특히 어린 구직자들을 해 1,000개소의 교육기 이 있으며, job 

guarantee에 참가하는 어린 구직자들(필수교육이 부족하거나 등학교 

졸업장 이상)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 교육 후 

사업장이나 직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운 하는 성인 교육시스템이나 스웨덴이민자를 한 교육을 받기 하여 

시간제로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노동시장 소개 로그램은 의료혜택이

나 보상을 한 재정지원이 부족했거나 실업자이거나 이 직장으로의 복

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나 선․김안국,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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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스웨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의 특징

프로그램 목적 자격
고용
주

훈련 보상 고용주인센티브

고용
서비스

구인구직지
원, 훈련

구직
활동

실업/
KAS

노동시장
훈련

전문기술 및 
훈련

〉20 공공
민간

직업
훈련

훈련수
당/기초
수당

근로경험
배치
(work 

experience 
placement)

정규직업과 
근로습관 

형성을 위해 
급여를 

주면서 연락 
유지

≥20

90% 
이상 
공공 
및

비영
리

훈련수
당/기초
수당

무급고용

직업소개
(work 

introduction)

근로하면서 
직업훈련과 
근로 경감 
중 연락 

유지

≥20 공공
민간

실제
직업
훈련

훈련수
당/기초
수당

정부에서 교습료 
지급

근로경감
(relief 
work)

근로기술과 
직장습관, 

급여 소멸을 
유지하고자 
일시 근로

〉25

2/3
공공
(지방
정부)

집합적
인 

합의에 
따름

표준금액에서 
노동비용의 
50%지원

훈련생
재배치

(trainee 
replacement)

정규직 
근무경험이 

있는 
실업자에게 
숙련 강화

≥20 80% 
공공

실제
현장
교육

집합적
인 

합의에 
따름

표준금액에서 
노동비용의 
50%지원; 

훈련비용 공제; 
1인당 교육료 

고용보조
(employ
-ment 

subsidies)

영구 고용 
관계 성립

≥20
≥6개
월

실업자

민간
실제
현장
교육

집합적
인 

합의에 
따름

표준금액에서 
노동비용의 
50%지원

자료: Barbara Sianesi, 2002: 10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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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보장제도32)

(1) 실업보험, 실업부조 및 공공부조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노동우선주의(Arbetslinjen)의 원칙하에 운 되

었다. 이는 실업에 처하 을 때 실업 이후의 생활을 하기 해 국가

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안내해주는 것이 궁극 인 목표이고, 부조는 이

러한 과정에서 임시 인 해결책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의 실업부조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부조이고 공공부조는 임시 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실직자에게 국가

가 제공하는 부조이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일반 인 기 보험(기 소득)과 소득 비 실업수

당으로 구성된다. 둘 다 자산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기 보험 은 

재 실업기 에 가입해 있거나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최소 1년 이상 연속하여 가입) 가입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다. 

신청인은 실업상태로 1일 최소 3시간, 일주일 최소 17시간 일할 여건이 

되어야 하며, 일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되

어야 하며,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와 의하여 개별행동

계획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기본조건을 먼  충족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실직하기 직  12개월간 최소 6개월동안 월 최소 80시간 

는 연속 6개월간 총 480시간(매월 최소 50시간 이상)동안 일한 경험

인 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Sjötren, Gabirella & Wadensjö, Eskil, 

2007: 14 재인용). 

32) 손혜경(2012), 스웨덴의 실업부조제도, 국제노동 리  2012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자

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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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일부 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을 해 19세기 

말부터 자발 으로 조직하기 시작한 것을 정부가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걸쳐 1935년 1월에 공식 으로 재정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수립된 제도

이다(Sjötren, Gabirella & Wadensjö, Eskil, 2007). 그러나 스웨덴에

서 실업보험은 자발 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노동조합에 한 

재정지원 원칙에 근거하여 실업보험기 에 재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실

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에 해서는 극 인 구직 알선을 조건

으로 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기 은 실업보험감독

원회(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akringen, IAF)의 감독을 받

으며 운 되고 있고, 2012년 기  30개에 달한다(손혜경, 2012). 

실업보험의 재정은 주로 정부 산에서 나오지만 실업기 도 참여한

다. 사용자들은 정부에 세 (labor market fee)을 지 한다. 2005년 이 

세 은 실업보험 비용의 87%에 달했으며, 실업기 의 회비가 나머지 

13%를 차지하 다. 

〈표 3-14〉실업보험 통계

(단위: 천명, 백만 크로나, 일)

실업보험 

가입자 수

실업보험급여 

수령자 수

총실업보험 

지급액
평균지급일수

2009 3,360 565 19,561 45
2010 3,370 519 17,615 37
2011 3,399 406 13,112 33

자료: 손혜경, 2012: 41 재인용; 실업보험기금감독위원회 통계자료.

활동부조는 일반 실업자가 국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이후 국

고용센터가 권유하는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업자에게 제공

하는 부조이다. 실업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보험기 ,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험국에서 여를 지 한다. 

개발부조는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실업자가 국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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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이후 국 고용센터가 권유하는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여한 실업보

험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부조

이다. 개발부조를 받다가 25세가 되면 활동부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실

업부조는 부분 사업주 부담 여세(pay-roll tax)로 구성되며 국세가 

일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조는 100% 지방세로 운 된다(손혜경, 

2012: 41). 

〈표 3-15〉실업부조 통계

(단위: 천명, 백만 크로나, %)

수급자 수
총 실업부조

지급액(A)

총 사회보험 

지급액(B)
A/B 비율

2009 222 10,293 211,998 4.9
2010 358 16,157 210,640 7.7

자료: 손혜경, 2012: 42 재인용; 스웨덴 사회보험국

스웨덴의 공공부조 수 자  성인의 39%가 18~29세에 속해 있다. 

이는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이들 

 약 9%는 새롭게 스웨덴에 거주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이다. 최근에는 

공공부조가 단기 소득보조에서 장기 소득보조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 경제상태가 악화되고, 55세 이상 구직자

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많은 이민자들이 경제  자립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간 으로 변한다(손혜경, 2012; 44). 

〈표 3-16〉공공부조 통계

수급자수
총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공공부조

지급액
평균 수급기간

2010 437,100 4.7 11,600 6.4
2011 418,000 4.4 11,200 6.6

자료: 손혜경, 2012: 44 재인용; 스웨덴 사회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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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지원

스웨덴은  마이드 모델에 따라 완 고용을 추구해왔다. 특히 1970

년 부터 1980년 까지 스웨덴의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이 격히 증가했

는데 이 시기 여성의 시간제근로 역시 격히 증가하 다. 를 들면 

1970년 근로여성  단시간근로 비율은 38.3%에 불과하 으나, 1980년

에는 46.2%까지 증가했다가 2007년에는 35.9%로 다시 감소하 다. 

스웨덴이 일 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육

아휴직과 공공보육을 축으로 한 일-가족양립정책의 향이라고 할 수 있

다. 1937년부터 여성 근로자들을 상으로 한 육아휴직제도가 있었고, 

1974년에는 세계 최 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

다(Parental Leave Act). 이 제도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유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 출산  임 의 80% 수 을 육아수당

으로 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 육아휴직은 최장 6개월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김 미, 2010 재인용). 한 스웨덴은 성 평등정책에 기반

을 두고 아버지들이 출산휴가의 일부분을 이용하도록 하는 “아버지할당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는 휴가기간으로 만

약 아버지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체계이다(고경환 외, 

2009). 

2006/2007년 기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15주, 육아휴직은 51주로 총 

66주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성휴가는 11주다. 유  휴가의 수 권을 

일제 임 소득을 기 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12, 부성휴

가는 $9.2, 육아휴직은 $40.8로 나타난다(OECD Family database, 

2012). 

이러한 한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에게 용되

었지만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시간제 근로는 역시 여성들에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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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 육아휴직이 시간제 근로 여성에게도 

보편 으로 용됨으로써 직업안정성과 임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유연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 다.

한편 스웨덴은 완 고용을 추진하기 해 보편 인 보육서비스를 공

하 는데, 3세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39.5%에 달하고, 5세아

동의 유치원 이용률은 89.7%로 상당히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에 해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한 가정내 보육

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즉 스웨덴은 노동시장유연화의 주된 상이 된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

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유연화가 직

업안정성과 임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 결과 

스웨덴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상 으로 많으나 노

동시장의 고용형태가 직업의 안정성과 임 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선진 인 노동시장유연화를 달성하 다. 

  라. 고용입법

유럽에서 고용정책  보호법제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른다. 특히 시

간제 근로에 해서는 유럽연합이 1997년 12월에 체결한 시간제 근로

지침(EC Part-time work directive(97/81/EC))이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련한 가장 근본 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근거

하여 EU는 각국으로부터 매년 고용가이드라인과 시행계획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에 한 스웨덴의 기존 국내법  단체 약이 

이미 EU 수 의 고용지침을 능가하고 있어 스웨덴에서 EU의 지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김 미, 2010). 

스웨덴 근로시간법(Working Hours Act, 1982)은 시간제근로를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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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간제와 기간제근로자들에 한 차별

지법은 2002년에 입법화되었다. 그 이 에는 시간제근로에 한 법  

규정이 없었는데 이는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의 독특성 때문이다. 즉 스

웨덴의 시간제 근로는 다양한 휴직제도의 활용을 통해 일제에서 시간

제로, 시간제에서 일제로 환하는 것이 용이하며, 사실상 시간제와 

일제 간의 지  상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한 개별 고용계약의 법  

테두리는 그 로 유지된 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는 단체 약에 규

정된 근로시간보다 게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보한 후 언제든 

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근로자 일시 인 상태일 뿐 고

용계약에 의거한 종사상 지 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근로자들만을 상

으로 하는 법,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김 미, 2010).

시간제와 기간제근로자에 한 차별 지법(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Working Part Time and Employees 

with Fixed-term Employment Act, 2002)은 시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에 한 경제  보상  처우의 측면에서 일제, 상용직근로자

들과 비교할 때 직  차별뿐만 아니라 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고용주의 행동도 지하고 있다(김 미, 2010 재인용).

4. 노동시장유연성 관련 지표

스웨덴 노동시장유연성의 성공 여부를 별하기 해서는 스웨덴의 

노동시장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와 로그램의 성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노동시장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고용의 성과와 

이에 따른 사회보장수 을 통해 상보성을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기  매월 평균 실업자 수와 실업 여  실업부조 수 자 

수에 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여성(44,092명)은 남성(49,649명)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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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수가 게 나타나는 반면, 실업부조 수 자 겸 극 노동시장 로

그램(ALMP)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여성 

41,758명, 남성 38,111명). 

실업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 여를 받는 구직자는 남성이 더 많고, 실

업부조를 받는 구직자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

게 실업 여를 받지 않는 구직자는 남성이 더 많고, 실업부조를 받지 않

는 구직자는 여성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여나 실업부조 등 아무것도 받지 않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7〉실업 및 실업관련 사회안전망 통계

여성 남성

실업자(A) 44,092 49,649

실업부조 수급 및 ALMP 참가자(B) 41,758 38,111

소계(A+B) 88,850 87,761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C) 27,190 29,022

실업부조를 받는 구직자(D) 35,872 32,981

소계(C+D) 63,062 62,003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구직자(E) 16,901 20,628

실업부조를 받지 않는 구직자(F) 5,886 5,130

소계(E+F) 27,788 25,757

실업급여 받지 않는 구직자 비율(%) 38 42

실업부조 받지 않는 구직자 비율(%) 14 13

실업급여/부조 모두 받지 않는 비율(%) 27 29

자료: 손혜경, 2012, p. 43 재인용

다음으로 극 노동시장정책 로그램 자체에 한 성과를 살펴보기 

해서는 로그램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비교를 통해 로그램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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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스웨덴은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기 해서 국립노동시장정책평가연구

소(IFAU)를 1997년에 설립하 다. 이 기 은 스웨덴 고용부 산하의 독

립연구기 으로 노동시장정책의 효과, 교육시스템의 향으로 노동시장

의 기능 작동 등에 해 분석하며, 국가통계청의 경제  노동시장 데이

터와 함께 국가노동시장 원회에 제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다

(IFAU 홈페이지). 

이 기 에서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

 실업수당의 소진 시기에 가까운 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결과가 

일반 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한 훈련 로그램들에 해 

꽤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1980년 와 1990년 의 결과들이 상반

되게 나타난다. 반 으로 최근에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기순환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조 로그램

들에 해서는 일반 으로 직업을 갖는데 유의한 효과를 찾기가 어려운

데, 정규 고용에 가까운 로그램들이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 한 다

양한 그룹에 해 로그램의 효과성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로그램들은 종종 부정 인 혹은 효과가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난다(IFAU 홈페이지). 

스웨덴은 오랜 기간 극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해왔지만 이것이 실제

로 얼마나 효과 인지에 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다만, 극

노동시장정책과 경제활동 참가에 한 소수의 연구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로그램들이 부분 새로운 

실업수당의 자격을 갱신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 해석하기에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한 극 노동시장정책과 임  결정에서도 많은 연

구들이 수행되었으나, 부분의 연구들은 임  인상 혹은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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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노동시장정책평가연구소의 표 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먼  Barbara Sianesi(2002)가 1990년  극 노동시장 로그램의 

6가지 유형(노동시장훈련, 고용알선, 근로경감, 훈련생 체인력 보조, 

훈련생 고용보조)에 해서 성향 수를 비교33)한 보고서가 표 이다. 

이에 따르면, 1990년 에는 일반채용정보 참가자들에 비해서 극 노

동시장정책 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단기 인 고용가능성은 낮지만, 장기

으로는 고용 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훈련과 고용알

선 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노동시장 성과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나의 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로

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더 높은 여와 결합할 가능성이 컸다. 이와 함께 

참여자가 정규 인 직업을 가졌을 때 참여자들에게 더 높은 여를  

때 고용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90년  후반에서 최근까지 극 노동시장 로그램의 성

과를 측정한 표 인 연구로는 David Card et al.(2009)이 있다. 그들

은 메타 분석을 통해 극 노동시장 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했다. 1995

년부터 2007년까지 극 노동시장정책 199개 로그램에 참여한 상

자를 로그램 유형과 참여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단기(1년 이내)와 기

(2년이내)로 구분하여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 한 고

용보조 로그램의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보조 로그램

은 단기 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장 직무 훈련

과 고용훈련은 단기보다는 기에서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소년에 한 로그램은 성인 상 로그램보다 덜 정 이지

만, 고용 성과에 있어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prospensity score multiple-treatment ma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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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과 메커니즘

  가. 경제위기와 스웨덴 모델의 변화

완 고용과 경제성장에 입각한 스웨덴 복지는 1990년  경제 기와 

함께 기를 맞았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스웨덴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비 35.7%로 OECD 국가  가장 높았고, 

국민부담율 역시 46.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경제성장율은 년 

비 2.1% 하락 하 고, 재정수지는 11.2% 자를 기록하 다. 이 시

기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높은 재정 자를 보여 다34). 스웨덴의 재정

자에 한 우려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부문에 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경제 기로 인한 기업 산과 산업노

동자의 규모 실업 등과 연계되면서 스웨덴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을 제기하 다(최연 , 2012 재인용; Carlsson, 1988; Benner, 1997). 

특히 세계화의 바람과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에서 복지개 과 조세개 을 단행하 다.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무역질서와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제경제의 환

경변화로 1991년부터 1993년간 경제 기를 맞게 된다. 즉각 으로 증

하는 복지재정과 높은 실업율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라손

(Laura Larsson, 2002)은 실업수당과 병가수당의 계를 살펴보았는데, 

실업수당이 끝나는 시기에 다시 병가일 수가 높아져 실업수당과 병가수

당의 상 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 결과는 복지의존에 

한번 빠지면 그만큼 빠져 나오기 쉽지 않고, 복지의존은 노동시장에 재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장기 실업화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

34) 일각에서는 1993년 스웨덴의 재정 자는 ‘사회보장지출의 후유증’이라고 표 하고 있음

(한국경제신문, 201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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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인 , 2012 재인용). 이에 따라 스웨덴의 복지개 은 병가율의 증

가와 장기휴직을 통한 조기퇴직의 증가, 사회  여의 지나친 의존  

남용 등 도덕  해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22〕스웨덴의 복지지출과 재정제약 추이

(단위: %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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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율 경제성장율 재정수지

주: 데이터의 한계로 1980년부터 2009년까지만 제시함. 
자료: OECD 통계홈페이지(http://www.oecd/org/statistics/)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실 으로 안정  재원확보를 통한 

지속  복지제도의 유지에 한 회의와 함께 장기  실화에 한 

압력으로 1993년 복지개 이 단행되었다(Glyn, 2003). 복지개 은 정년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병가보험의 기일을 신설하는 등 상을 엄격하

게 제한하고, 사회보험 여를 삭감하거나 제한하 으며,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가 조건이 되는 여를 신설하고, 개인의 법정 부담 을 강화하 다

(강지원 외, 2008). 

이와 함께 1996년 보건의료개 을 통해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의  구조조정, 학교통폐합을 통한 교육지출 축소, 지방공공조직 

축소  지방교부 의 삭감하 다. 한 1999년 연 개 을 통해 국가

부담 의 축소 등 스웨덴 복지의 장기  틀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국

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성 강조, 복지기 의 기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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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즉 복지소비자의 본인부담 의 증가와 복지서비

스 공 자간의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신자유주의  개 을 추진

(Persson, 1997; Karen, 2001; Bonoli and Palier, 2001)하게 된 것이

다.

한편 복지개 과 함께 스웨덴은 재정건 성 확보를 한 조세개 을 

단행하 다. 1991년 “세기의 조세개 (tax reform of the century)”이 

있기  스웨덴의 조세구조는 근로소득에 한 진성이 높고, 다양한 

조세특례로 인해 법인세의 부담이 상 으로 작았으며, 부가세가 확

되고, 사회보장기여세의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조세개 을 통해 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더욱 완화되었고, 부가가치세와 사회보

장기여세 의존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되었다(은민수, 2012 재인용; 

Steinmo, 2002). 

그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스웨덴은 1965년부터 국민부담율이 지

속 으로 상당히 가 르게 증가했으며 다른 모든 유럽국가들 에서도 

높은 편이었으나 1990년 정 을 은 이후 재정개 의 효과로 격히 

감소하 다. 그러나 2000년 다시 증가하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소폭 증가를 꾸 히 보이는 독일과 일본과는 상이

한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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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주요국의 국민부담율 추이 비교

(단위: % of GDP)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09

덴마크 30.0 38.4 46.1 48.8 49.4 50.8 48.1 

독일 31.6 34.3 36.1 37.2 37.5 35.0 37.3 

일본 18.0 20.7 27.1 26.8 27.0 27.4 26.9 

네덜란드 32.8 40.7 42.4 41.5 39.6 38.4 38.2 

스웨덴 33.3 41.3 47.4 47.5 51.4 48.9 46.7 

영국 30.4 34.9 37.0 34.0 36.3 35.7 34.3 

OECD 평균 25.4 29.4 32.5 34.6 35.3 35.0 33.8 
주: 데이터의 한계로 1965년부터 2009년까지만 제시함. 
자료: OECD 통계홈페이지(http://www.oecd/org/statistics/)

  나. 거버넌스 구조

이와 함께 스웨덴 복지의 요한 특징으로 타 과 의의 거버 스 

구조가 있다. 경제 기와 복지재정의 폭발  증가속에서도 스웨덴이 보

편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당과 야당, 경 자

와 노동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남성과 여성 등 서로 다른 치와 이

해 계를 가진 집단들의 타 과 상의 정책 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었다. 

이러한 타 과 의의 거버 스 구조를 논함에 있어서 먼  경제계에

서 이루어진 1938년 살쮀바덴 약(Saltsjöbasen Agreement)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1920년 부터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었고, 1930

년 에는 공황에 따른 경제 기로 노사분쟁이 차 심각한 상태에 이

르 다. 이러한 기 상황을 다 같이 극복하고자 1938년 생산직 노조총

연맹(LO)과 고용주 회(SAF)가 스톡홀름 교외 살쮀바덴에서 체결한 것

이 살쮀바덴 약이다. 약에는 분쟁의 조정기 으로 노사 표가 참가

하는 노동시장 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쟁의 차를 명문화하고, 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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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규칙을 상세하게 제정할 것을 약속하 다. 

이는 앙집권화된 노조와 고용주 회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

율  상을 통해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신뢰와 책임, 타 과 

의를 통해 경제제반 문제의 해결을 한 안정 인 통로를 마련한 것

이다(Petersson, 2000: 19-20). 스웨덴 역시 살쮀바덴 약이 체결되기 

까지는 노사 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나 약 체결 이후 업  직장

폐쇄 등 노사간 극한  립이 폭 감소하 다. 

이후 1941년 생산직 노조 총연맹(LO)이 정 을 개정하여 산하 노조

가 LO 구성원의 3%이상이 참여하는 업을 할 경우에는 앙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LO산하 각 산업별 노조 연맹들이 규

모 업을 감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산하 연맹에 한 LO지도부

의 장악력이 폭 강화되었다. 한 1930-40년  산업별 수 에서 실시

되던 노사 교섭이 1956년 이후 LO와 고용주 회(SAF)간의 앙단체교

섭 형태로 환됨으로써 LO와 SAF가 앙차원에서 임 교섭과정을 통

제하고 노동시장을 강력히 규율함으로써 노사 계의 안정과 지속  경제

성장에 기여하 다. 그러나 1990년 SAF가 임 상 불참을 선언함으로

써 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살쮀바덴 

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행은 지속되고 있다.

살쮀바덴 약이 스웨덴 경제계의 타 과 의의 거버 스 표 사례

라면 정치계에는 다양한 거버 스 사례들이 있는데, 표 인 것이 목요

클럽(Thursday club), 하르 순드(Harpsund)회의, 알메달  정치 주간

(Almedalen Political Week), 하가 상(Haga Agreement) 등이다. 스

웨덴 역사상 가장 긴 통치기간을 자랑하는 타게 에르란데르(Tage 

Erlander)수상은 총리에 오른 후 재계의 조가 없으면 지속 인 경제성

장이 불가능하다는 단 아래 매주 목요일 만찬때마다 재계의 주요 인

물을 불러 화의 시간을 마련하 고, 이 자리에는 노조 표도 참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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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사 의를 이끌어냈다(Arter, 1999; Lewin, 1988). 

목요클럽의 노사정 모임은 그의 총리 별장(Harpsund, 하르 순드)에

서 이루어진 회의를 통해 더욱 발 되었는데 매년 여름휴가 기간이 시

작되면 이곳에서 노사정 확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과 경제성장, 

사회정책, 그리고 외교안보정책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조를 구

하는 화의 정치를 지속한 것이다). 총리별장에 받지 못한 정치인, 

노조 원장, 기업회장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총리별장은 상생의 정치를 

펼친 가장 요한 장소 다(최연 , 2012: 42 재인용).

이러한 통은 팔메 수상 시 에도 연계되었는데, 스웨덴 고틀란드 섬

에 있는 알메달 에서 매년 7월 에 7개 정당이 매일 하루씩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의 화, 이익단체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김용하 외, 2011: 225 재인용). 이러한 통은 지 까지도 이어져 유명 

정당인들은 물론이고 각종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휴양지를 찾

은 시민들과 함께 지정된 실내 장소 외에도 장, 공원, 항구 등의 야외

에서도 토론을 벌이고 자유롭게 정치  의견을 개진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2012년 7월 9일 다운로드).

  다. 스웨덴 모델의 성과와 한계

스웨덴 모델은 노동유연성 모델의 원형에 가까우나 노동유연성 모델

보다는 거시 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 따라서 스웨덴 모델의 

성과 역시 실업 여와 극 노동시장정책의 계에 집 하기보다는 스

웨덴 모델의 세 축의 역학과 각 주체별 성과를 통해 단할 필요가 있

다. 

먼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원

동력이 된 -마이드  모델의 이론  배경은 여 히 유효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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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쮀바덴 약을 시한 거버 스 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 다. 

1980년  이후 상당히 높은 상태(78~83%)를 유지하던 노조 조직률이 

2000년  들어 다소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노조 조직률이 일반 으로 하락하고 있는 패턴과 같다(성연옥, 2012; 재

인용).

〈표 3-19〉노조 조직률의 변화 추이

노조 조직률(%)
노조조직률

변화(%)

1980 1985 1990 1995 2000 1990~2000

스웨덴 78 81 80 83 79 -1

자료: 성연옥, 2012, 131; 한국노동연구원(2005)의 재구성.

한 최근 스웨덴은 살쮀바덴 약에서 보여주었던 앙집 화된 단체

교섭 방식 역시 변화하 다. 1980년 이후 연 임 이 증가하자 사용자

들은 기존의 앙교섭 모델에 한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83

년에 이루어졌는데, 향력 있는 경 자단체인 기계 산업 경 자 회와 

그 상  노동조합들은 앙통일교섭의 권역 밖에서 약을 체결하 다. 

그 이후로 기계 산업 경 자 회와 속노조는 SAF의 개입을 배제한 

교섭을 계속해 오고 있다. 차 으로 다른 경 자 회와 노조들도 이러

한 추세를 따랐다.1990년에 SAF는 더 이상 LO와의 임 교섭에는 참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 다(성연옥, 2012; 재인용).

요약하면, 노르딕 유형의 표  국가인 스웨덴은 통 으로 노-사 

단체의 앙교섭을 통해 매우 집권화된 고용 계 체계와 성숙된 사회민

주주의  조합주의를 확립. 유지해 온 국가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 

같은 통합 인 교섭방식을 통해 노사분쟁이 제한 으로 발생함으로써 상

으로 안정 인 고용 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최근 노사 간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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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화되면서 요하게 부각된 새로운 요소가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

이다. 스웨덴 사용자단체인 SN은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성과에 따른 임

격차를 매우 략 으로 기획하여 추진하 고, 개별 사용자는 역량있

는 근로자를 보유하기 해 SN의 략을 극 지지하 다. 하지만 보유 

역량에 따른 임 격차 등이 산별 교섭의 내용에 반 되어 차 확 됨

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산별 약은 차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지 않

고 동일한 임 수 을 용하는 추세이다(성연옥, 2012; 재인용).

스웨덴 모델의 성과는 두 가지 기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스웨

덴 모델과 극 노동시장정책에 따른 고용율과 실업률 등 고용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먼  1970년부터 스웨덴의 고용성과를 살펴보면 아래

의 그림과 같다. 

〔그림 3-23〕스웨덴의 고용성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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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2), Factbook, 2011/2012.

스웨덴의 고용율은 1970년 이후 곧 70% 이상을 유지해왔는데, 특

히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고용율은 80%를 넘었으나, 1990년부터 다

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 스웨덴의 높은 고용율은 여성고용율의 

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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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율과 체 고용율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1990년  이

후 이러한 격차는 거의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실업

률은 1990년까지는 5% 미만을 유지하 으나, 재정 기의 향으로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 10%까지 증가하 다. 2000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기는 하 으나 과거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스웨덴 모델과 극 노동시장정책의 향으로 스웨덴의 고용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책의 향을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기 해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극

노동시장 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olicy programmes)과 실업

부문에 소요되는 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고용성과는 정

부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 OECD 사회지출통

계데이터베이스(SOCX)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 련 지출의 추이를 비

교해보았다. 

〔그림 3-24〕스웨덴의 고용관련 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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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US dollar 기준 PPP로 환산한 것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스웨덴은 실업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실업

지출보다 훈련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증 시키는 극 노동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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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두 지출간의 계는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는다. 즉 실업지출과 극 노동시장정책 지출간에는 상보 인 

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거시 으로 보면 실업지출과 극 노동시

장정책지출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용성과와 고용 련 지출의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 극 노동시장정책은 실업 여를 받기 한 조건으로 제시

되며, 직업훈련, 고용알선, 근로경감, 고용보조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소득보장에서 나아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율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까지 높은 고용율을 보여주던 스웨덴은 1993년부터 1997

년까지 재정 기를 겪는 동안 고용율이 상당히 감소하 다. 1997년 이

후 차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의 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

한 고용율과 극 노동시장정책에 소요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상보 인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5〕스웨덴의 고용율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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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출은 US dollar 기준 PPP로 환산한 것임. 
자료: OECD(2012), Factbook, 2011/2012; OECD SOC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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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용율이 높은 시기에 ALMP 지출은 가장 낮은 수 이었으며,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고용율이 가장 낮은 시기동안 ALMP 지출은 

격히 증가하 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고용율과 ALMP 지출은 정의 

계를 보여 다. 이는 고용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가 꾸 하

게 극 노동시장정책에 공공지출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실업률과 실업지출 역시 상보 인 계가 있다. 1990년부터 1998년

까지 실업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동안 실업지출 역시 격한 증가를 

보 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실업률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동안 실업지출 역시 감소하 다. 특이한 것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동안 실업 여를 감소한 것이다. 이 시기 스웨덴

은 재정건 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지제도를 효율 으로 운 하는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한 단순한 실업 여를 통한 소득보장보다는 실업 여

와 극 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통한 고용률 증가를 정책 우선순 로 삼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스웨덴의 실업률이 증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재정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26〕스웨덴의 실업률과 실업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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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출은 US dollar 기준 PPP로 환산한 것임. 
자료: OECD(2012), Factbook, 2011/2012; OECD SOC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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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스웨덴의 실업보험  실업부조제도는 우리나라와 정책환경의 차이가 

큰 계로 직 으로 언 하기 어렵다. 한 스웨덴 극 노동시장정

책이 성공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스웨덴의 합리

인 노사합의의 거버 스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복지제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지만 이것이 그 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더 효과 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융 기가 온 유럽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재, 그 어둠의 장막에 휩쓸리

지 않은 국가로는 스웨덴이 거의 유일하다. 이는 외 으로 취약했던 

스웨덴이 1990년  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다져놓은 재정건 성

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복지정향의 결과이다. 

한 스웨덴은 하나의 제도를 도입할 때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노사와 온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때론  국민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 그 때까지 온 국민을 상 로 설득과 상, 타 과 논쟁

을 계속한다. 이러한 논의 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정권의 다수당이 바

어도 변화하지 않는다. 온 국민의 합의를 변경하기 해서는  그 만

큼의 합의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입된 제도의 한계와 

모순이 발견되면 끊임없이 수정하고 평가하고 재설계한다. 이러한 과정

이 극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했느냐 여부와 노동시장 거버 스를 갖추

고 있느냐 보다 더 요한 시사 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요약하면, 상당한 시간동안 높은 고용율을 유지해온 스웨덴에서도 

극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를 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스웨덴의 

높은 고용율은 여성고용율의 향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며, 높은 여성고

용율은 일가족양립에 한 튼튼한 지원제도와 함께 일자리를 나 는 

트타임 일자리의 증가,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



158∙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다. 이러한 고용정책은 공공부문의 지출 부담을 야기하며, 민간부문과의 

력없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단

편 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 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실업보험 

심에서 극 노동시장 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업보험과 연계하는 것으

로 환되었다. 그러나 극 노동시장 로그램이 구직 여를 받기 해 

형식 으로 참여하는 요식행 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실제 

극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이러한 로그램이 이루

어지고 있는 고용센터의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기 , 기 , 장기

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공유되어야 한다. 

고용과 복지는 단편 인 정책의 설계보다는 연계를 통한 정책의 효율

인 운 과 성과 측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규직에 있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는 정책 욕구에 차이가 있다. 한 노동시장에 진

입한 사람과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사람 간에도 정책 욕구에 

차이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학력 인  상이 

생기면서 구인과 구직간의 미스매칭(mismatching) 역시 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극 노동시장정책의 공공지출이 상당

히 높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과에 한 정확

한 측정에 기반을 두고 지출의 효율  운 이 필요할 때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 역시 공공부문의 트타임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러한 일자리가 계속고용과 연계되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

직과 고용불평등을 야기하는 도 고려해야 한다. 형식 으로 극 노

동시장정책을 설계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고용상황과 정책 수요자의 욕

구에 맞는 정책설계가 요구되는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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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독일 사례(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가. 노동시장개혁의 배경과 개요

독일에서 노동시장개 이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이다. 이러

한 개 을 필요로 했던 정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 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고 실업률을 경험했지만 독일은 특히 

세계경제의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의 혜택을 릴 수 있는 조건을 갖

추지 못한 것으로 명되었다. 1991년과 2003년 사이에 GDP 성장률이 

국의 1/2밖에 되지 않았고, 이는 어드는 고용과 늘어나는 실업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노동시장 악화에 한 지지부진한 응은 노

동시장 정책의 변경에 한 오랜 기간의 개 정체와 연기에 기인한다.  

한 1990년의 독일통일도 명백하게 요한 향을 미쳤다. 통일로 인

한 “넘치는 노동력”을 감당하기 하여 극  노동시장정책과 조기은퇴

와 같은 소극  소득지원시스템이 사용되었다. 그에 한 명백한 지표로 

1992년 동독에서 일자리 창출과 훈련 로그램 참여자의 수가 실업자의 

수보다 많았다는 것이 지 될 수 있다. 

실업보험과 연방노동청 재정의 자는 연방정부 혹은 더 높은 보험료

에 의해 충당되어야하기 때문에 비임  노동비용의 상승을 래했고, 이

는 다시 고용창출을 해했다. 당시 1998년 이래 집권당이었던 좌 연

합은 이와 련하여 두 진 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통 인 독일 사회

정책의 근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노동 형태의 활성

화국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연방노동청이 2002년 성공 인 고용과 련된 보고에서 규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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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을 때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계기로 삼아 

독일 노동시장정책에 상당히 개 인 변화를 도입하 다. 하르츠(Hartz)

를 원장으로 하는 독립 인 문가 원회가 ‘하르츠 개 ’(Hartz 

reforms)으로 알려진 일련의 개 에 한 청사진을 만들었다. 이는 4개

의 법(하르츠 I-IV)으로 구성되었는데 2003년 1월 1일과 2005년 1월 1

일 사이에 단계 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 은 노동시장 문제

에 한 통 인 사회정책  근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고 한 

가혹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일반 에게 범 한 동요를 발생시

켰다. 

하르츠 I에서 III까지는 공공 고용서비스 조직의 구조를 다루었는데, 

많은 기존의 극  노동시장 로그램을 변경하 고, 새로운 몇몇의 틀

을 도입하 으며, 일반 으로는 노동시장을 탈규제화 시킴으로써 실업의 

탈출과 노동수요의 창출을 목 으로 하 다. 반면 하르츠 IV는 실업

여와 기 보장 틀의  변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나.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주체

독일 노동시장정책을 이해하는 배경지식으로서 먼  독일 노동시장정

책의 주체에 해 알아본다.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주체는 독일 노동시장

정책의 담당자와 조직35)을 말한다.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최상  담당자는 연방과 각 주의 입법기  그리

고 법으로 정해진 소  틀 안에서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이다.

연방 입법기 은 특히 질서정책의 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를 

들면 노동시장기본법 그리고 임 계약법, 사회법 III  최소노동조건에 

35) Lampert and Althammer, Lehrbuch der Sozialpolitik, 8th. ed., Berlin: Springer, 
2007,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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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을 통한 임 정책 소 사항의 구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질서정책

에 향을 미친다. 

연방정부와 지역 자치정부들은 실행기 이며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결

정자의 역할도 한다. 

이 에는 앙은행인 연방은행이 높은 고용을 확보하기 한 화폐와 

융정책수단의 실행과 련하여 요한 노동시장정책의 담당자 다. 그

러나 재는 유럽 앙은행이 독립 으로 화폐정책을 정한다. 이때 화폐

의 역내가치 안정성의 목표가  우선순 를 가지고 있고, 화폐가치

에 부정  향이 없다는 조건하에서만 화폐정책을 통해 유럽 앙은행이 

고용과 성장정책 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한 정부의 소 사항에 해서는 일차 으로 노동에 

한 연방성(몇 번의 변동이 있으며, 재는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 ‘노동과 사회업무 연방성’)이 심  역할을 한

다. 이 연방성은 노동시장정책을 책임지고 다른 부서들, 를 들면 각 

주의 노동성과 다른 지역정부들과 노동시장정책을 조율한다. 다음으로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uer Arbeit)이 있다. 이는 공법 인 자치행

정기 으로서 노동 련 연방성의 법  감독아래 있지만 문 인 담당분

야에 해서는 지시를 받지 않는다. 연방노동청의 담당분야는 ‘3번째 사

회법 ’(SGB III)의 이행, 특히 노동장려정책 분야이다. 연방노동청은 

본부 외에 10개의 지역상 기 과 181개의 사무소로 되어 있다. 사무소

들은 피고용자, 고용주 그리고 공 단체, 특히 지역의 자치단체의 표

자들로 동등하게 구성된 자치기구에 의해 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도 노동시장정책의 주체가 된다. 이

들은 자율  임 결정의 틀 안에서 임 에 한 합의, 특히 임 과 노동

시간정책과 련된 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조건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공 과 수용에 지 한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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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노동시장유연성제도와 복지시스템의 대응

  가. 독일의 피고용자 보호제도36)

독일의 사회정책에서는 피고용자 보호를 요한 정책요소로 하고 있

다. 피고용자 보호는 자본주의 역사 기에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들(

를 들면 아동노동, 극도의 장시간 노동,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과 작업장 조건, 임 지불의 비규칙성, 이 아닌 

물임 의 지  그리고 무제한 인 해고의 가능성 등) 때문에 그 발 의 

필연성이 있었다.

피고용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이들은 각각에 

련된 법을 통하여 보호가 된다.

1. 노동시간보호

2. 작업장- 혹은 험보호

3. 임 보호

4. 노동 계의 보호

노동시간보호의 목 은 일차 으로 피고용자를 신체  정신  측면에

서의 과도한 무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용자의 건강에 

해한 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 인 활동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연간, 

주간, 그리고 일당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성의 신

장과 정치 , 문화 , 그리고 종교  활동에 참가하기 한 자유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장-혹은 험보호의 주목 은 작업장시설과 생산방식으로 인한 사

36) Lampert and Althammet, 2007, pp. 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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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업병, 그리고 신체  정신  부담을 통하여 발생하는 생명과 건강

에 한 험으로부터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임 보호의 목 은 임 이 시에 합당하게 지불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임 보호는 피고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발  못 하 다. 

이유는 임 보호가 동시에 노동계약보호의 상도 되는데 노동계약은 주

로 집단 노동권리를 통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노동 계 보호의 목 은 피고용자를 부당하고 단기 인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한 표 인 입법은 1951년 해고보호법의 

1969년 이다. 해고에 한 보호는 외  해고, 즉 민법 626조에 의

거한 요한 근거에 의한 무기한 해고에 해서는 용되지 않는다.

  나. 최근 개혁 개관

독일의 보건복지 개 의 가장 요한 계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가 되는 보건복지 련 사안  복지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을 

맞추어 2002년 11월 12일 소  “뤼룹”- 원회("Ruerup"-Kommission)

의 설치를 그 발단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

을 개 으로 구체화시킨 2003년 3월 14일의 “Agenda 2010"으로 불리

는 당시 독일 수상 슈뢰더의 정부정책설명을 그 구체  실행으로 보고

자 한다.

이러한 최근의 개  과정은 2002년 에 노동청의 감사에서 발견된 

통계치의 오류에서 시작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원회

(Kommission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즉 일명 

“하르츠- 원회(Hartz-Kommission)”와 역시 2002년 독일국민의료보험

의 재정문제에서 발단된 “사회보장의 재정에서의 지속가능성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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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ission Nachhaltigkeit in der 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ungssysteme)”, 즉 일명 “뤼룹”- 원회(“Ruerup”-Kommission)

의 설치와 함께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화한 “아젠다 2010(Agenda 

2010)”의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아젠다 2010”은 당시 독일의 총리 던 슈뢰더 총리가 인구의 노령

화, 지속되는 재정 자  경제 침체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탈출하기 

한 개 안으로서 2003년 3월 14일 발표한 것인데 주로 노동․사회부

문 개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미 에서 설명했듯이 노동시장과 련된 “하르츠- 원회”

의 고용시장개  조치가 2002년에 이미 단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조치들은 2003년에 실행될 정이었다. 

이러한 슈뢰더 총리의 개 안은 2003년 6월 1일 당시 집권당인 사민

당의 당 회에서 90% 찬성으로 지지를 획득하 다.

이어 2003년 9월 26일 의료지출 삭감(‘07까지 230억 유로)  과도

한 고용보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연방하원의 표결에 부쳐졌고, 

당시 집권하고 있던 사민-녹색 연립은 이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개 (Agenda 2010)의 첫 문을 통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03년 12월 19일 연방상원에서 Agenda 2010 련법안

이 통과됨으로써 개 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다. 개혁의 배경

이러한 근본 인 개 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당시 독일의 어려운 

상황이 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시 독일경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

해 2003년 제로성장에 그치고, 2004년에도 침체상황이 계속되어 3년 

연속해서 “EU 성장  안정 약”상의 한계치인 재정 자 GDP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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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3년 6월 실업률이 11.3%까지 이르

고,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었다.

한편 고령자에 한 연 , 의료 기타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는 당시의 

GDP 비 15.1%규모에서 2040년에는 26%로 증가할 것이라는 망이 

발표되어 사회보장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는 독일의 지나치게 높은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과 부담으로 인하여 

더욱 문제로 여겨졌다. 즉 퇴직자의 정부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아,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총 가구소득의 61%를 사회보장제도로 지원하고 있었

고, 임   연 ,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 은 

41%(2002년)로서 당시 이미 세계최고 수 이었으며, 연 의 소득 체율

도 70%(당시 미국은 40% 수 )에 달하고 있었다.

  라. 개혁의 내용37)

개 의 요한 분야는 고부담 고복지 국가의 경제  기반인 동시에 

노동생산성과 련 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등 노동분

야 련 개 과 사회재정의 부분을 차지하는 연 과 의료보험에 한 

개 이었다. 이  본고와 련이 있는 노동분야 련 개 을 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아젠다 2010’ 발표 직전인 2002과 2003년의 노동 분야 개혁 

조치(Hartz I～III차 개혁안)

노동분야의 주요개 은 2002년 구성된 Hartz를 원장으로 한 개

37) 개 내용에 한 자료는 “주 OECD 표부, 주요 사회정책 동향보고서, 2005.11”의 

pp.241-250 에 있는 ‘독일의 노동사회분야 개  추진 황’을 그 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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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심이 되어 4차에 걸친 개 안을 발표하 으며, 그 내용은 

2003년 3월에 발표되고 2003년 말에 련 법안이 통과된 ‘아젠다 

2010’에 반 되었다. 이 원회의 I～III차 개 안은 ‘아젠다 2010’이 

성립되기 이 의 개 조치에 해당된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신속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해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을 두었다. 이를 해 과거의 노동사무소(Labor Office)를 고용센터(Job 

Center)로 변경하고 과는 달리 실업자를 한 모든 사무가 이곳 한 

곳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하는 one-stop-shop으로 기능 환을 하여, 고용

진 기능과 속도를 강화하 으며, 한 고령자 취업 지원을 강화 하

다(2003.10.17).

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장려하여 사설 직업소개소(Personal Service 

Agency) 설치를 장려하 고, 이를 통해 실업자의 임시직 배치 는 직

업훈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일자리 연결과 신규 고용창출을 한 조치들도 이루어졌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  가사 등 소득직업(Mini-Jobs)에의 취업

을 진하기 해 세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종 의 325유

로/월에서 500유로/월로 인상하 다. 다음으로 실업자의 자 업 창업(Me 

Inc.) 진책으로서 연소득 25,000유로까지는 당시 19.9%인 소득세율을 

10%로 정률 용하 다. 그리고 특히 동독내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면 

리융자를 제공하 다. 한 고용센터의 설치에 부응하여, 고용센터와 

사회복지 사무소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 하기로 했으며, 2004년부터는 

통합을 목표로 하 다. 마지막으로 법으로 업시간을 정하고 있는 업

시간법을 개정하여, 토요일에도 20:00까지 소매업 분야의 업을 허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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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enda 2010’과 Hartz 위원회 4차 개혁안이 실행되는 2003년 
이후의 개혁

1)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실업자․근로능력자 취업 진 

독일에서 노동분야와 련 문제가 되고 있던 분야는 먼  세계화의 

경쟁에서 유연한 응에 제한을 하고 있던 과도한 고용보호의 완화와 

다음으로 장기실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수 자로 남아있는 인력에 

한 취업 진정책이었다.

먼  ‘아젠다 2010’에 의한 고용보호 완화정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  2004년 1월 1일부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

를 신규 고용할 때는 해고보호조항 용 없이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도

록 하 다. 다음으로 신규창업의 경우 최장 4년간 임시직 근로자의 사용

을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리고 해고자 선정기 38)과 무 하게 회사에서 

필요한(지식, 능력, 인성 등 감안) 직원에 해서는 고용유지를 가능하도

록 하 다. 한 경 상 이유(단순, 비용 감 )에 의해 해고를 할 때는 

화의 차에 의해 고용종료를 가능하도록 하 으며, 이 때 근로자는 해고

구제 소송 제기 는 근속 1년당 반개월치 임 에 해당하는 보상   

선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Hartz Ⅳ 개 안에 따른 개 조치들이 있는데 첫째로 구직

활동 구와 재정안정을 목 으로 하는 실업 여 축소가 있다. 이에 의

하면 실업 여 지 기간을 55세 미만은 12개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축소하며, 시행은 충격을 완화하기 해 2006년까지 유 하여 시행한

다.39) 한 장기실업자에 해서는 구직활동에 더 극 으로 나서도록 

38) 해고자 선정기 은 사회  선택기 (social selection criteria)으로서 근속기간, 나이, 부
양의무  장해의 4가지가 해당된다.

39) 그 이 에는 최장 32개월이 가능하 으며, 실업이  7년간 최소 64개월 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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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 수 의 실업부조(월 350 유로 수 )를 지 하는 동시에 이들

의 취업선택권(turn down job offers)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 다. 

둘째로 근로능력자의 구직활동 구를 목 으로 실업 여Ⅱ가 시행되

었다. 2005. 1.1부터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 자를 실업자로 새로 등록하도록 하 으며, 이들이 실업

여Ⅱ를 감액 없이 수 하기 해서는 고용사무소에 실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구직노력을 행하도록 의무화하 다.40) 

‘아젠다 2010’의 특징  하나는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련된 정책 

이외에 이들을 뒷받침하는 경제부문과 재정부문의 개 이 맥락을 같이 

하여 이루어 졌다는 이다. 즉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여 경제  유연

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개 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경제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 이 이루어졌다. 먼  제조

업 분야의 장인(Meister)자격 요건을 면제하 다. 즉 제조업체 설립․인

수의 제인 장인자격 구비요건을 제3자에게 험요인이 없는 실내장식

가 등 직종에 해서는 이를 면제(총 94개 직종  41개를 제외하고 

외 인정)하도록 하 으며, 설비, 기공 등 험요인이 있는 직종의 경

우에도 5년 이상 업무 담 는 경 직  포함 10년 경험이 있는 기능

공에 해서는 제조업체 운 권을 부여하 다. 다음으로 소유자 원칙 폐

지 등 창업 진  투자확 를 한 조치를 하 다. 즉 제조업(craft 

trade business) 소유주는 반드시 장인(Meister) 자격을 소지하도록 하

던 것을(owner's principle), 향후는 경 책임자(operating manager)만 

자격을 가져도 무 하도록 하여 기업양도  존속을 보장하 으며, 동시

에 자기고용 방식 창업도 활성화(동업 형태)하 다. 제조업 창업 시에 

연간 업이익이 2만 5천유로가 되기 에는 상공회의소 회비를 면제하

상이어야 했다.
40) 이는  2005년 들어 실업자가 증(30-40만 명)하는 결과를 래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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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자체 사회간 자본․서비스 분야 투자지원 70억 유로, 주택개

선 지원 80억 유로(총 150억 유로)를 장기 리로 융자하는 등 내수 진

작의 조치를 취하 다. 한 소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창업을 지원하 다. 

즉 소기업 창업 시에 연간매출액 3만5천유로까지는 그 50%를 고정경비

로 인정하여 주며, 매  업세를 면제하고, 여타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도 면제하도록 하 다. 기업회계장부 작성면제 상한선도 과

거 매출액 2십6만 유로에서 3십5만유로로 상향조정 하 으며, 이익은 

과거 2만5천유로에서 3만유로로 상향 조정하 다. 소기업 창업지원 

강화를 해 재건은행(KfW)과 독일청산 은행을 통합하여 소기업지원

은행을 창설하 으며, 실업자, 연수생 채용 시에는 최  10만 유로까지 

출을 하여 다(일자리 지원자 ).

2) ‘아젠다 2010’의 극  노동시장정책과 교육 분야의 개  

극  노동시장정책과 교육 분야의 개 은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

장 체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요한 분야로서 독일의 개 에서도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첫째로, 극  직업훈련 정책이 강조되었다. 먼  경제노동부, 교육연

구부  노사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만들도록 홍

보  독려(사업장 훈련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훈련세 도입 추진)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훈련강사 자격기  수 요건을 5년간 유보(2008

년 8월까지)하여 기업훈련을 활성화하 다.41) 다음으로 훈련 의무인원 

과 1인당 최  10만 유로를 리 융자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로 학교교육의 개선을 하도록 하 다. 먼  일학교(all-day 

41) 그 후도 문지식과 훈련기술 보유를 회에서 증명 받을 경우 자격과 무 하게 인정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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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설립  환을 유도하기 해 2007년까지 총400억 유로를 

투입하여, 교사와 교육의 질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 다.42) 다음으로 교육의 성과지표

(performance standards)를 설정하여, 체  과목별 성취도를 측정하

고 제시하도록 하 다.43) 한 교사 자질향상을 한 훈련  지속능력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 다. 이는 학생의 능력에 상응한 교육실시와 성과

지표 용  평가를 해서는 교사에 한 지속  훈련과 자질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조기 교육과 보육을 강화하 다. 먼  3세미만 매 5명당 유치

원 는 보육사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해 매년 15억 유로

를 투입하기로 결정하 다. 이를 해 연방  지방정부, 학계, 유치원 

 보육시설 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유아 교육과 보육 질의 향상을 

한 모델 개발과 질 높은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취업부모와 특히 결손가정을 지원하며, 

자질 있는 보육사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 하도록 하 다. 특히 소득 

직업 종사자를 통  가사 이외에 보육에 투입하여, 보육 활성화와 실

업문제의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며, 이를 해 세 혜택도 부여하

도록 하 다. 

42) 오 , 오후 시간에 아동의 개인별 수요에 맞추어 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역 복지단체, 음
악학교  스포츠단체의 지원 하에 교과 외 과정을 운 하도록 하 다.

43) 지표개발  평가 업무를 수행할 국가기 을 신설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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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노동시장유연성제도와 복지시스템의 대응에 대한 견해와 

평가

  가. 대립되는 기본 견해

 

독일의 우 는 아래와 같은 보다 근원 인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독일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직장평의회(works council)와 근로자의 2/3가 찬성할 경우 산별

약의 용을 배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  응이 가능하도

록 기업별 약을 우선시)

- 시보 기간 의 근로자에 해서는 별도의 낮은 임 을 지불 할 수 

있도록 임 규정을 개정

- 20인 이하 사업장에 해서는 해고보호규정을 용하지 않고, 20인 

과 사업장의 경우도 근속 4년 미만 근로자에 해서는 해고보호

규정을 미 용

- 53세 과 근로자는 해고보호 규정 용배제44) 

이에 해 좌 는 이러한 추가 개 조치 제안이 독일식 사회시장경제

의 근간인 해고보호와 단체 약의 기본정신을 무 트리는 것으로서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 인 

Ipos-Institut의 2005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상의 63%가 임

약은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60%가 해고보호 완화

가 신규고용을 진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추가 인 노동시장 유연화 

44) 독일의 해고보호법은 10인 과 사업장에서 6개월을 과하여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자 할 경우 ①근로자의 근로계약 반 행 , ② 한 업무능력 결여, ③경 상의 이유 

등 3가지 요건에 국한하여 해고를 행할 수 있으나, 이에 한 사업주의 입증과 보상이 

어렵고 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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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요 개혁의 평가

특히 독일 개 의 핵심  요소 던 노동분야의 개 에 해서 기본

으로 정 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다음의 표를 통해 검토해 

보겠다. 표를 보면 근로능력자로서 사회부조에 해당하는 실업 여를 받

는 주로 장기실업자인 Hartz IV의 상자 수는 그 정책이 실행된 이후 

2006년 비 2009년에 수는 51만 9185명이 감소하 고, 상 으

로는 9.5%가 감소하 다. 이는 Hartz IV의 핵심요소인 자기책임과 자

율에 근거한 반 인 구직활동 구의 목표를 아직 완 히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구조 인 실업은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결과라 보여 진다. 즉 경제 기 동안 새로운 장기실업으로 빠지는 

것에 반작용을 하 으며, 앞으로 올 경기활성화가 좀 더 취업에 호의

일 수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취업을 독려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지 까지 이룩한 결과가 헛되지 않

도록 계속 굳건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개선 에 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해서( 를 들면 단독 양육자) 개별  문제 상황에 한 

맞춤형 응이 무 부족하다는 지 이 있다.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소득 기간제 직업이며,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오리려 어들었다는 지 도 있다. 를 들어 2004년 말 고용상황을 분

석해 보면, 취업자 수가 년 비 약 12만 명이 증가하여 3년 만에 고

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소득직업(Mini-Job), 자 업 등 

정부지원 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일 뿐,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

는 일자리는 오히려 약 30만개가 감소하여 고용의 질이 하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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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결론 으로 노동분야에서 장기 인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장기수

자가 지 보다 더 확실히, 더 많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3-20〉사회법전 II에 해당되는 근로능력자인 수급자수(Hartz IV 대상자 수)

각 연도의 6월 대상자 수
2006년 대비 

2009년 변화

2006 2007 2008 2009 절대수 %
근로능력 

수급자수
5,441,916 5,311,387 5,054,056 4,922,731 -519,185 -9.5

성
남성 2,756,147 2,621,581 2,457,408 2,413,964 -342,183 -12.4
여성 2,685,697 2,689,767 2,596,645 2,508,767 -176,930 -6.6

연령
25세 

미만
1,161,389 1,052,040 974,640 925,103 -236,286 -20.3

25세- 
55세 

미만

3,678,043 3,606,656 3,389,802 3,288,413 -389,630 -10.6

55세 

이상
602,485 652,691 689,614 709,215 +106,730 +17.7

*자료: Joachim Moeller, Ulrich Walwei, Susanne Koch, Peter Kupka and Joss Steinke, Der Arbeitsmarkt 
hat profiteirt(Fuenf Jahre SGB II: Eine IAB-Bilanz) 노동시장은 이득을 보았다(사회법전 II의 5년: IAB
의 평가), IAB-Kurzbericht(IAB-속보), 2009년 29호, p.2. cf. Institut fu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 IAB)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고부담 고복지 국가가 국가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인 

노동시장유연화와 극  노동시장정책  교육의 개 이 시에 선제

으로 이루어져 경제 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의 국가들 보다 경제  

성과가 우수하여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동시에 보장수 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경제 기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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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의 도입 없이도 경제 기의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와 

보장수 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 높이 평가될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는 형 으로 고부담 고복지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여건이 좋

지 않을 때 이를 인지하고 선제 으로 극 인 개 을 통해 조성함으

로써 실제 기에도 좋은 결과를 보인 성공 인 사례라 단된다.

특히 돋보이는 은 이러한 개 의 주체가 통상 이념 으로는 복지의 

확 를 정치기반으로 하는 좌 정권이 지지층의 반 에도 불구하고 과도

한 복지를 삭감하면서도 기 응에 충분한 수 의 복지를 유지하 으

며, 동시에 여 히 고부담 고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노동시장유연성과 극  노동시장정책  교육의 개 을 추구

하 다는 이다. 즉 독일의 개 과정에서 가장 요했던 은 집권당의 

지도자가 복지축소에 반 하는 정치  지지기반의 의사를 거슬려서 차기

집권에 실패하면서도 정한 수 으로 복지지출을 이고(즉 축소하면서

도 경제 기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수 을 유지함), 그 지출구조도 

고부담 고지출이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교육과 극  노

동시장 심으로 가져간 강력한 지도력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 자유화의 특징은 1950년 와 1960년 의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노동자와 고용주의 계가 아직도 제조산업 분야에서 강하여, 이 

분야에서는 숙련노동자가 보호되고 있는 반면, 핵심 인 제조업분야 외

에서는, 특히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비숙련 노동자들에 해

서는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 화의 경

향이 강하다. 특히 훈련이 직장 심의 도제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이 화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이 늦게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주로 조직력이 약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여 정치 으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조세를 더 걷도록 하

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정책을 지지할 여건이 낮다고 평가된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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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입장으로서는 스칸디나비아보다 독일의 정치  여건에 가까우므로 

일단 독일의 형태로라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 화

가 내부자를 배타 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산업을 보호하는 공

인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배제되어 이 화로 형성된 취약계층

에 해서는 제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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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영국 사례(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국은 미국과 더불어 시장주의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특성은 노동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랜 기간 동안 유연성(Flexibility)을 높

이는 방향을 정책이 개되었으며, 이를 활성화(Activation) 정책으로 뒷

받침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벗어난 경제활동

인구들에 한 사회보장 책은 다른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에서 노동시장정책 특히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방향과 복지정책이 상보  계인지 아니면 비상

보  계인지에 한 고찰은 IMF경제 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

아지고 사회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복지  

노동정책에 련한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국에 있어

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복지정책이 상보  계가 있다면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선순환  계가 성립되어 사회통합기능이 제고되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제고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의 재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상보 ․선순환  계의 성립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국은 2000년 이후 재정 기 이 까지는 양호한 거시  성과를 나타내

었다. 본 에서는 이러한 국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련한 사

회 ․경제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해 국의 노동시

장 유연성과 극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사회안 망의 계와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은 2차 세계  이후 패권국가로서의 입지는 약해져 갔지만, 경

제 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세계 인 호황과 국내의 정치  

안정으로 인해 1970년  반 경제  기가 도래하기 까지는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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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양 으로나 질 으로도 매우 높은 수 을 하기도 했지만, 국 

경제는 에 보이는 지표와 달리 상 으로 지속 인 쇠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한 융시장에 한 지나친 의존도  소한 내수시장과 해

외시장에 한 높은 의존성, 근 인 노사 계 등 기에 한 취약

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세계 인 경제호황이 끝나고 동 쟁으로 

발생한 1차 석유 동으로 인한 국의 재정 건 성 악화는 지 까지 안

정 으로 유지ㆍ운 되었던 사회보장제도의 개 으로 이어졌다(손병덕 

외, 2012). 본 연구는 처의 보수당이 집권한 1979년 이후부터의 근로

유연화  사회안 망 그리고 극  노동시장정책에 을 맞추고 있다. 

본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악

하기 한 요소로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실업 련 여 그리고 극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본 후 국의 유연안정성과 

반 인 사회안 망과의 계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결론에는 앞에

서 살펴본 유연안정성 요소들 간의 계  특성 그리고 시사 을 기술

하고자 한다.      

2. 영국 유연안정성의 구성요소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유연성과 사회안 망(특히, 실업 련 여) 그

리고 극  노동시장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에서 이 구성요소들의 

개과정과 특성 그리고 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목 은 효율 인 노동시장을 통한 이윤극

화로 볼 있다. 단순히 인력 해고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178∙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력의 배분  재배분의 자유롭게 하여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목 이 있다. 국의 1980년  반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 격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한 배경  추이를 먼  살

펴보고자 한다. 

(1) 개요

국은 처의 보수당 정부 이 에는 사민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났다. 국가가 복지정책에 강하게 개입하 으며, 노조는 체 노동자를 

포 하여 임 과 노동조건에 한 단체 상을 행하 다. 노동시장 규제

도 높은 편 이었으며, 사회보장 지출에서도 다른 유럽 륙 국가들에 비

해 뒤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처의 보수당 정부 이후 격히 신자유주

의  탈규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갔다(권형기, 2007).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Mark 

Beatson(1995)는 국 노동시장 유연성의 배경을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

쟁의 격화, 생산과정의 변화, 노동의 수요공 에 한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1980년  이후 범세계 인 국가간 

는 기업간 경쟁의 격화는 기업으로 하여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요구를 높이게 되었고, 속한 과학  기술 그

리고 리방식의 신은 기존 노동유형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노동력의 수요구조, 고용형태의 변화, 임 의 유연성, 노동 이동성

에 한 제고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여성 노동공 의 증  등으로 인해 

노동수요  노동공 에 변화가 발생하 다(이원희, 1998 재인용). 마지

막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규제완화  극  노동시장 정책의 확 , 근

로유인  연계정책의 강화, 공공부문의 개 에 무게를 두어 추진되면서 

반 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한 배경이 갖추어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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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조성과 보수당 정권과 국 산업계의 노력은 노동보호

련 입법조항의 폐지, 노동  복지 련 수당의 축소와 폐지, 노조의 사

회경제정책 논의에서의 배제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국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흐름을 임 의 유연성, 해고 련 유연성, 시간제근로

의 보편화, 기능  유연성의 제고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노동유연화의 형태 및 특성

먼  임  유연성(wage flexibility)은 기업 성과나 개별 노동자의 성

과에 따라 변동  는 차별 으로 임 을 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

산성과 경기변동등에 따라 탄력 으로 임 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원희(1998), 이선신(2011)). 근로자에 한 임 지  형태   

성과 은 임 유연성의 의도를 직 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통

으로 이용되어왔다. 이와 함께 결정되는 방식 한 임 의 유연성에 큰 

향을 다. 국에서는 단체교섭에 용되는 노동자 수는 폭 감소된 

상태이며, 교섭의 분산화가 진행되어, 국  산업 차원의 교섭과 국

약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임 결정의 ‘집단에서 개인에게로의 이행’은 

임 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요한 요소이다(이원희, 1998). 근로자의 최

한도의 임 을 보장한 최 임 제도의 경우 1993년에는 최 임 제도

의 근거가 되었던 임 심의회법이 폐지되었다가 1997년 총선에서 노동

당의 핵심공약으로 다시 등장한 후, 노동집권 후 1998년 련법이 제정

되었고 1999년 4월에 최 임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등 사회  정치  

환경변화에 따라 임 유연화와 련한 인식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해고 련 유연성이다. 국에서 유연성은 수량  유연성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수량  유연성은 외부 수량  유연성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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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 수량  유연성은 사용자가 

고용과 해고를 통해 고용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내부 수

량  유연성은 사용자가 개별 사업장내에서 고용량의 변화 없이 근로시

간의 양과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응할 수 있는 유

연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고 련 유연성은 외부 수량  유연성

에 해당하게 된다. 해고는 근로자에 의한 사유와 경 상 해고로 나 어 

볼 수 있다. 국은 노조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다 법 으로도 용

이하게 되어 있어 해고 련 유연성이 비교  높다고 할 수 있다. 고용권

법 제98조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에 의한 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

로자의 고용이 법 규정을 반함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가능하다. 여

기에서 근로자 개인에 의한 해고사유란 업무수행능력의 결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고용이 

법 규정에 반하는 경우란 근로수행에 필수 인 자격증, 허가증을 상실

함에 따른 해고 등을 말한다45). 고용보호입법(EPL)은 쉽게 고용하고 쉽

고 해고하는 유연성에 장애로 작용한다. 한 고용보호입법은 고용주로 

하여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들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래(내부자-

외부자 효과 래)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국과 한국 그리고 OECD 

주요국가들의 고용입법지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국은 정규직 련 고

용입법지수는 아래 7개국  가장 낮은 수 이며, 임시직도 마찬가지이

다. 다만 집단해고 부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높은 고용입법지

수를 나타내고 있다. 

45) 김소 ․조용만․강 주(2004).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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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고용입법지수 비교46)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1998 2008 1998 2008 1998 2008

Denmark 1.63 1.63 1.38 1.38 3.88 3.13 

Germany 2.68 3.00 2.00 1.25 3.75 3.75 

Japan 1.87 1.87 1.38 1.00 1.50 1.50 

Korea 2.37 2.37 1.69 1.44 1.88 1.88 

Netherlands 3.08 2.72 2.38 1.19 3.00 3.00 

Sweden 2.86 2.86 1.63 0.88 3.75 3.75 

UK 0.95 1.12 0.25 0.38 2.88 2.88 

자료: OECD Stat

세 번째로 한 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시간제 근로의 보편화가 

지 않은 부문을 차지한다. 시간제 근로는 앞에서 설명한 수량  유연

성  내부 수량  유연성에 해당된다. 국은 유럽 국가 에서 상 으

로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 나라이다. 시간제 근로가 이차 소득원자들을 

한 일자리인 만큼 고용보호는 일제에 비해서 더 낮은 형태로 나타

났다. ‘90년  반까지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나 일제 근

로자가 부당한 해고 등으로 보호를 받기 한 연속근무기간이 2년이었

다면, 16시간미만 노동자는 5년 이었다. 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회보

험기여는 특정 근로시간 이하(1994년까지는 주당 16시간, 이후 8시간 

이후) 는 특정 주당 임 수  이하에서 면제되었다47). 국의 노동시

간 유연화 련법은 유럽연합의 규제 경향에 최소한으로 반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의 경우도 이러한 기 을 따르고 있지만, 유럽연합 지침의 

46) OECD 회원국 체의 자료는 덴마크 편을 참조하기 바람.
47) 우명숙(2011), 국 시간제 근로 : 기혼 여성의 일에서 보편  유연근로로의 변화?, 산업

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3.21-351



182∙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외규정을 이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

는 권리, 즉 근로자들로 하여  노동시간의 과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48). 이 게 장시간 노동 행이 남아있는 반면, 16시간 미만의 

단시간 시간제 노동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들의 유연노동시간

제도 활용은 매우 보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배규식 외, 2011). 

마지막으로 기능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을 살펴보면, 기능  

유연성은 내부 기능  유연성과 외부 기능  유연성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내부 기능  유연성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맞게 자유롭게 배

치하거나 는 조직을 목표 달성에 는 리를 해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한다. 외부 기능  유연성은 노동에 한 수요와 공 의 

변화에 맞추어 임 을 조정하거나 외부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한다(Wilthagen, T, 2002). 과거에는 체로 국 노동시장은 기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 은 매우 제고된 것

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과 기능  유연성 련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

과에서도 국의 기능  유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49)

  나. 실업관련 급여 

사회보장 시스템은 유연안정성과 련하여 요한 도구로서,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덴마크의 경우 높은 수 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한 

실업 여로 보충하 기 때문에 황 삼각형 형태의 유연안정성모델이 성

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은 이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한국국제

48) 배규식ㆍ이상민ㆍ권 지(2011),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49) 윤윤규․정승국․노용진․이상민(2008)(산업별 노동유연성에 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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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제단, 2007). 

일반 으로 실업 여는 실직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에서 사회 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보다 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 ㆍ물질  여유를 제공해 으로써 실업 감소와 경

제의 생산성 증 라는 정  기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조 모 외, 

2011).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효율성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 

취업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경기  회사의 경 상황에 따라 해고  실

업상태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의 경우 최 한도의 보장  

복지 여 의존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진 시행되어 왔다. 

국민보험 내에 기반한 실업 여는 표 으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며, 20세기 반부터 국의 표 인 고용정책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손병덕 외, 2012). 보수당 처정부부터의 실업 여 련 제도의 추이

를 살펴보면, 1979년 처의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기 까지는 실업

여의 확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축소의 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처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복지의존성을 축소시키기 한 여러 정책

들이 추진되었다. 실업 련 여의 삭감은 개개의 건으로는 큰 것이 아

니었짐나 진 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실업의 증으로 인

해 실업 여액의 총액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삭감조치들로 인해 실업

여의 소득 체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김 순 1997). 1990년  반 

메이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실업 여는 다양한 개 을 통해 축소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서 실업 여 성은 상당히 축소되게 되며, 

반면에 근로연계복지가 보다 명확하게 그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손병덕 

외 2012). 국의 표 인 실업 련 여인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은 실업 여에 해당하는 기여기 형 구직자수당과 실업부조

에 해당하는 소득기 형 구직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유

형의 구직자 수당은 자산조사 여부를 제외하고는 수 요건,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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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간 동안의 의무 등이 거의 동일하다50)

〈표 3-22〉실업급여 관련 주요 변화

1980 -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연계 추가급여가 폐지

1983 - 실업급여에 대한 과세조치 도입

1984 - 실업급여 중 아동양육수당 폐지

1986 - 실업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6주에서 13주로 연장

1988
- 실업급여 지급정지 기간이 16주로 추가 연장

- 실업보험 기여조건 강화 및 16~17세 급여신청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박탈

1989
-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및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적극적 구직 노력을 하고 있

다는 증거를 주별로 제출하도록 함.

1990 - 풀타임 학생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1995년

1995 - 구직자수당법 제정

1996

- 실업급여가 1995년 도입된 구직자수당법을 기반으로 한 구직자 수당

(Jobseeker’ allowance)으로 대체

- 최대 수급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 실업급여에서 피부양성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폐지, 

- 구직합의서 동의 조건 도입

-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 수급자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남.
자료: 손병덕․최영준 외(2012) 재정리

뒤 이어 살펴보겠지만, 국 활성화 정책인 New Deal 정책은 구직을 

매우 강조한다. 구직자수당(JSA)은 기여기 형(contribution-based) 구직

자수당과 소득기 형Income-based) 구직자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기여기

형은 최  6개월 지 , 소득기 형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무기한 지

한다. 실직자의 80%가 소득기 형을 수 하고 있다. 이후 실업 여 

련 정책은 뉴딜정책과 련이 깊다. 타깃그룹별 NewDeal 책 실시되

었고, 이  사업주가 주요한 정책 상이 되었다. 1999년에는 최 임 제 

50) 김동헌(2010), 한국의 실업 여 성 :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 , 노동정책연구 제10
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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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 workfare 지지기반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는 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를 Working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아동세액공제)로 구분하여 근로유인을 강화시켰다. 마지막으로 

Welfare Reform Bill 발표(2011. 2)하 다. 개 안의 핵심은 리불능 

상태가 된 기존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간소화하여 Universal Credit로 통

일하는 것이다(장신철 외, 2011) 일종의 통합 여체계인 Universal 

Credit에는 국의 주요 수당  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직자수당

(JSA)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련 상자들은 이 시스템으로부터 직

간 인 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국의 구직자 수당은 반복수 이 많

기 때문에 항상 효과성에 한 공격을 받아왔고 이에 한 방안은로 모

니터링  부정수 에 한 처벌 강화가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

과 Universal Credit이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시간을 두고 찰되게 될 

것이다. 

  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극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은 국가

가 노동력의 수 조 에 개입함으로써 실업을 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정

책으로 고용창출, 고용알선 서비스, 교육  직업훈련 제공, 직무재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순, 2006)51).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실업

자의 증가  이들에 한 정책 응으로 그리고 실업 여를 통한 복지

의존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극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이 매우 요하다. 실업 여의 수 이 비교  

높지 않고 수 자격도 까다로운 국이지만 실업 여 수 자를 포함한 

51) 김 순(2006),비조정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극  노동시장정책의 한계, 국제정책논

집 제46집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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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여 수 자 에는 수 과 탈수 을 반복하는 상자들과 지 않

은 부정수 자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실업기간 동안 구

직 활동과 근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반 인 지원을 하는 것

이 국 극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활성화(Activation) 정책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활성화(activation)라는 개념은 지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

다. 활성화와 련된 개념으로 극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나, 근로연계 복지 정책(workfare policy)있으며, 실제

로 활성화 정책 로그램 가운데 많은 것들은 극  노동시장 정책 

로그램들이다. 그러나 극 노동시장 정책이 특정한 개별 로그램을 

지칭하는 데 반해 활성화 정책은 로그램을 넘어서 정책의 지향까지 

함축하고 있다(황덕순, 2009). 따라서 앞에서 언 했듯이 활성화 정책은 

극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 한 개념으로 악할 수 있다. 국의 활성

화 정책은 1997년 블 어 정부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국 활성화정책의 구체 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책집단을 노동시장정책으로 유인하기 한 재정  유

인정책과 다른 하나는 뉴딜 로그램을 통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먼  재정  유인정책을 살펴보면,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한 조치의 하나로 1999년에 

최 임 (National Minimum Wage)을 도입하 다. 이와 함께 근로연계 

복지 여로의 개 을 추진하 다. 1999년에 가족공제와 장애인근로수당

을 개편하여 근로가족세 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와 장애인

세 공제(Disabled People's Tax Credit)로 체하 다. 한 Pathways 

to work(근로복구) 개 을 실시하여 장애 여 등 수 자들이 지불노동

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 다. 두 번째로는 극  노동시장정책인 

“뉴딜”이다. 뉴딜정책의 연령 별로 다른 로그램이 운 되었고 한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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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애인 상의 로그램 등 특정계층을 상으로 한 로그램이 

수행되었다52).  

1997년 블 어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본격 으로 추진된 이후, 수년

간의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170만개나 이루어져 

실업률은 지속 으로 감소하 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52주 이상의 장

기실업은 감소하 지만 26주 이항의 단기실업의 비율은 증가하 다. 

반 인 실업률의 하는 실업자들에 한 사회보장 비용의 지출을 감소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정 인 역할을 하 다53). 이

게 실업률을 낮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상으로 한정책에서 취업성

공률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활성화 정책이후 빈곤율이라 

할 수 있는 최 임 이하 계층이 차 어들었다. 

하지만 문제 도 큰데, 실제로 청년 뉴딜 참여자의 약 20% 정도는 

어도 2번 이상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구직 여(JSA) 청구자

의 2/5는 6개월 내에 2번의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활성

화 로그램이 임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들의 빈곤탈출에 별다른 효

과를 못 미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 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국 내에서 임 ·임시직의 우세로 인해 근로우선(work-first) 

근이 사회  배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가속화시킬 잠재력을 가진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여유진, 2011).

52) 여유진(2011) 재정리

53) 김윤태(2005), 국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동향과 망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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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유연안정성과 사회보장제도 

 

  가. 유연안정성과 사회정책과의 관계

앞에서도 언 되었지만, 국은 자유주의 복지 짐 국가로 분류되는 

표 인 국가이다. 수당은 비교  보편 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은 잔여 ․선별 인 성격을 가진다. 자유주의 복지 짐은 개인 혹

은 가구가 시장으로부터 타의 ․자의 으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수

을 보여주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수가 가장 낮으며, 가족

과 시장을 일차  제도로 보고 이들 제도가 제 로 작동하지 않는 한에 

있어 개입하는 잔여 (residual) 복지 개념이 우 에 있다(Esping- 

Andersen 1990, 여유진 외 2009 재인용). 

'Flexicurity'란 용어를 국의 정책 련 논의에서 찾기는 쉽지 않지만, 

EU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반에 포 으로 용되어 지고 있다

(이태진 외 2007). 실제로 국의 노동 련 정책에서 이와 동일한 원칙

을 가진, 특히 유연성(Flexibility) 측면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은 상당히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잠시 벗어난 실업자  노

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근로능력자들을 상으로 국은 오랜 기간 동

안, 유연한 노동 시장, 유연한 근무형태, 극 노동시장정책(ALMPs)을 

기반으로한 다이나믹하고 경쟁 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은 

북구 노르딕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안정성(Security) 측면

에서 볼 때 국과 노르딕 국가간에는 요한 차이 이 있는데, 그것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에서의 실업 여(Unemployment benefit)는 상

당히 낮은 편인데 이는 취업을 진시키기 함이다.  

1980년  반이후부터 국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증 시

키기 해 강력한 방법들을 사용하 다. 근본 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3장 복지선진국가에서의 노동시장유연성제도와 복지시스템의 대응 ∙189

증가시킨다는 것은 고용주가 상 으로 높은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에 경우 가장 덜 강력한 고용보호입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을 가진 국가 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국에서 운 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고용 수 을 높이는 것이 국의 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속연수나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나타나며 고

용의 창출은 집합 인 수 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97년 이래

로 유연근로제도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인들의 권리를 증진시

키는 방향의 개 들이 도입되었다. 더욱 큰 유연성은 트타임이나 불연

속 인 노동에 고용조건을 상승시켜 노동시장의 분 성을 감소시켰다(장

지연 외, 2011; 우명숙, 2011). 

국의 노동당국은 뉴딜 로그램하에서 일련의 극  노동시장정책

과 활성화에 한 효과 인 근방법을 도입하 다. 실업자(The 

unemployed)는 구직자(jobseeker)로 표 되고 있는데 정책 상자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자들이 합한 일자리를 찾

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Jobseekers Allowance를 제공해 다. 

상자들은 극 으로 일자리 기회를 찾아야 하며 그 지 않으면 재정

인 패 티에 직면하게 된다.   

국과 노르딕 유연안정화 모델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 을 가지고 있

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의 실업 여는 북구 국가들보다 상당히 낮

은 수 으로 최소 안 망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국의 경우 근로에 

해 인센티 를 제공하고 여 의존성에 해서는 억제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차이 으로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기회와 련된 부문이다. 국의 노동력은 국제기 에 근거한 보통의 기

술을 가진 경우가 인구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문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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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하고자 하고 있지만, 련 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국은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세 이 낮으며, 효율성을 기반으로 경쟁하

는 비용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과 사회보장 지

출에서 노르딕국가들과의 차이 을 가지게 한다. 다른 측면에서의 차이

은 먼  노르딕 국가들은 지정학 으로 국보다 은 규모의 국가이

며 문화 으로도 국보다 다양하지 못하다. 북유럽 4개국(핀라드, 스웨

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체 인구는 24.3백만명인데 비해, 국의 경우 

육천만명이 넘는다. 두 번째로 효과 이고 정례화된 노조와 고용주간의 

사회  화는 북구 국가들의 높은 노동비용과 유연한 노동시장의 혼합

을 진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하지만 국의 경우 민간부문에

서 노동조합의 용범 가 낮은 수 이고 고용주들은 노동비용이 증가하

는 것을 매우 꺼려하여 북유럽과 같은 사회  화가 정책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다.(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2006)54)   

 

〔그림 3-27〕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의 추이(첫번째 연도)

54) Eleanor Breen(2006), Contribution to the EEO Autumn Review 2006 'Flexicurity' 
UK, 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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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국 유연안정화의 평가

국 노동시장 유연화는 처의 보수당 정부부터 심화되었다 보고  

처정부가 수립된 1979년 5월 이후인, 본격 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1980년부터의 각족 경제지표의 성과  지표 의 계를 살펴 으로써 

국의 유연안정화에 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과의 계를 살펴보면 1995년 이 에는 매

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다가 1990년  반이후 2007년까지 경제성장률

은 일정수 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블 어의 노동당 정부의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인해 일정수 이

상의 경제  성장과 실업률의 감소가 경제  지표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재정 기 이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28〕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자료: OECD.Sta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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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련 공공지출의 경우 지속 인 복지 여의 개 과 실업률의 감

소로 인해 1990년  반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 노동시장 련 공공지출의 경우 지 까지의 추이를 볼 때 GDP의 

1%를 과한 이 없으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에서 노

동시장 유연화와 활성화 정책은 실업 련 지출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문이다.  

 

〔그림 3-29〕적극적노동시장 및 실업관련 공공지출과 실업률

자료: OECD.Stat 활용

극 노동시장 로그램은 직능교육  취업 련 매칭 등 노동력 공

의 제고를 한 여러 가지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 으로 

는 련 지출이 높을 때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

지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별다른 계성은 발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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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노동생산성과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관련 공공지출

〔그림 3-31〕노동생산성과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관련 공공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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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는 극 노동시장  실업 련 공공지출이 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체 공공사회지출의 경우는 진 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당연히 실업률과도 역의 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악된다. 국민부담률은 35% 내외에서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지니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일정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측된다. 

〔그림 3-32〕정부부채의 국가간 비교



제3장 복지선진국가에서의 노동시장유연성제도와 복지시스템의 대응 ∙195

〔그림 3-33〕지니계수의 추이

 

〈표 3-23〉영국의 주요 재정 및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실업률

경제성장률
공공사회

지출/GDP

기타지출

/GDP
국민부담률 무역의존도 노동생산성

0.097 -0.023 0.573** 0.154 0.167 0.132 

ALPM
실업지출

/GDP
상품세/GDP

정부부채

/GDP
소득세/GDP

사회보장

기여금/GDP

0.752*** 0.913*** 0.291 0.889*** -0.080 0.131 

경제성장률

실업률
공공사회

지출/GDP

기타지출

/GDP
국민부담률 무역의존도 노동생산성

0.097 0.410** -0.555** 0.216 0.177 0.310* 

ALPM
실업지출

/GDP
상품세/GDP

정부부채

/GDP
소득세/GDP

사회보장

기여금/GDP

-0.036 -0.136 0.636*** -0.684*** 0.060 0.183 

자료: OECD. Stat 및 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분석

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변수간의 인과 계는 알 수 없지만 실

업률과 GDP 비 기타지출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으로 정의 상



196∙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 비 공공사회지출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부부채의 경우 실업률과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 성과 실업률 사이의 

한 선형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극 노동시장정책  실

업 련 지출과 실업률 사이에 유의미한 수 의 상 계가 나타난 것은 

높은 실업율은 두 부문의 지출 상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두 

변들간에 정의 상 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4〕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과 고용보호입법지수를 통한 국가분류

의 그림을 살펴보면 국의 경우 고용보호입법지수가 매우 낮고 

극 노동시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인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고 국이 극 노동시장정책

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부문 심으로 극 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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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고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을 공공고용서비스( 

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련 지출수 과 고용보호입지수로 

구분한 것이다. 국이 앞의 그림과 달리 매우 높은 수 의 공공고용서

비스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은 융 기가 발

생한 ‘08년에 6만6,000명이던 공공고용서비스 직원을 지난해에는 1만

2,000명을 늘려 7만8,000명까지 확 하 다. 즉, 공공고용서비스 심의 

극 노동시장정책은 국 노동정책의 핵심 인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5〕공공고용서비스지출과 고용보호입법지수를 통한 국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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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ALMP와 ELP이 OECD 평균이하인 국가의 주요 성과 비교

　 EPL ALMP 공공사회지출 실업률 정부부채 경제성장률 1인당GDP PES관련

Australia 1.15 0.3 16.02 4.36 5.18 3.77 36,482 0.16

Canada 0.75 0.29 16.86 6.01 25.18 2.20 36,124 0.14

Hungary 1.65 0.27 22.93 7.36 61.55 0.11 17,711 0.09

Israel 1.37 0.17 15.52 . 75.95 5.90 24,987 0.03

Italy 1.89 0.45 24.86 6.09 95.63 1.68 29,008 0.08

Japan 1.43 0.18 18.70 3.85 164.55 2.19 31,636 0.08

Korea 1.9 0.13 7.57 3.23 29.65 5.11 24,948 0.03

NewZealand 1.4 0.35 18.39 3.66 20.34 2.86 25,936 0.11

Poland 1.9 0.5 19.79 9.57 42.62 6.79 15,656 0.1

UK 0.75 0.32 20.54 5.28 42.74 3.63 34,322 0.27

US 0.21 0.13 16.20 4.58 35.70 1.91 43,521 0.03

OECD평균 1.94 0.5 19.2 5.7 40.9 4.1 30,546 0.135

자료: OECD. Stat  자료 분석

평균이하의 고용보호지수와 극 노동시장지출 수 을 가진 국가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지만 수치상으로는 극 노동시장 큰 투자를 

하지 않는 국가들의 주요 성과지표들을 비교해 보았다. 실업률의 경우 

폴란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부채의 

경우 일본이 가장 높게, 호주가 가장 낮은 비 을 나타내었다. 국의 

경우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경우 간수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치

들은 OECD 체평균들과 비교해 보면, 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공공사회지출수 을 하고 있으며, 1인당 GDP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과 정부부채의 경우 평균에 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발 경제 기  유럽 재정 기 이 의 국의 주요 지표는 양호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양호한 지표는 원인으로는 다른 평균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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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공공고용서비스의 투자 비 과 OECD 평균보다 

높은 공공사회 지출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앞의 상

계 분석에서 공공사회지출 수 은 경제성장률과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실업률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탔났다. ALMP수 의 경우 실업률에는 정(+)

의 상 계가, 경제성장률에는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이것을 OECD 체로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삼고 패 데이터 분

석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지만 ALPM은 경제성장률에

는 정(+)의 효과가, 실업률에는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분한 측수가 있다면 이러한 효과를 발견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ALPM 련 지출은 경기후행  측면이 강하고 이에 

한 앞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한 분석

이 향후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90년  반이후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경

제성장률은 제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니계수와 같은 소득분배지

료는 어느 정도 범  내에서 일정한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높은 유연화 정도와 낮은 극 노동시장지출수 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사회지출의 비 이 OECD 평균보다 높고 공공주심의 고용서비스는 

국 고유의 특성으로 미국발 융 기  유럽 재정 기 이 까지는 

국경경제 반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악된다. 하지만 정부

부채의 비 은 이 부터 높은 편이었으며, 2008년 이후 정부부채와 실

업률 등 각종 거시지표가 심하게 악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은 고

용서비스의 담자를 늘리고 련 산을 증액하는 등 극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표를 보면, PES외의 로그램의 산이 비

슷한 수 이지만 PES 련 산이 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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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영국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추이(08/09~10/11)

(단위 : %)

GDP 대비 지출 노동력 대비 참여자 비율

‘07-’08 ‘08-’09 ‘09-’10 ‘10-’11 ‘07-’08 ‘08-’09 ‘09-’10 ‘10-’11

노동시장
프로그램전체

0.47 0.52 0.71 .. 　 　 　

ALMP 0.32 0.32 0.38 .. 　

ALMP
(PES제외)

0.05 0.04 0.04 .. 0.28 0.28 0.22 ..

소극적정책 0.16 0.20 0.32 0.30 2.71 3.28 5.07 4.70

자료: www.oecd.org/employment/outlook

4. 결론 및 시사점

보수당이 집권한 1970년  후반부터 1990년  반까지는 근로자들

의 근로동기를 제고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추

진하가 다. 이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의 복지개  정책기

조를 수용하여 더욱 근로 심 인 사회시스템을 지향하는 “활성화”정책

을 추진하 다. 활성화 정책은 극  노동시장정책을 포 하는 개념이

다. 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정책기조가 유지되었음에도 재 경제의 

지표상으로 나타난 실 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 이다. 재의 보수당 정

부도 복지 시스템의 효율화와 정책 목표의 제고를 해 시스템을 간소

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노동공  활성화를 해 노동에 

한 강한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1990년 반

이후 빠른 속도로 확 되었다. 활성화 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공  

제고와 고용가능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유지시

키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잔여  성격의 복지제도, 국가경쟁력 

약화, 비교  많은 인구와 인구 구성의 다양성 등은 덴마크와 같은 유연

안정성 측면의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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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있어 탈규제  자유시장

을 채택함으로써 실업율을 낮추는 성과를 도출하 다. 하지만 신자유주

의에 입각해 실업에 한 사회보장정책의 정도도 낮고 실업자들을 고용

으로 유도할 극  노동시장 정책도 미미한 수 이다. 따라서 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과 낮은 임 의 서비스 

직업의 성장이 취업률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사회  불평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권형기, 2007). 

국은 극 노동시장정책  공공고용서비스를 심으로 노동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

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의 재정 기때

에도 이어지고 있다.  

블 어 정부의 활성화 정책 후인 90년  반이후 국경제는 양호

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그리고 일정수 의 소득분배 수 을 나타

낸다. 이는 경제  호황과 더불어 유연화와 활성화 정책의 상호작용과 

이를 뒷받침한 유연화 정도가 높은 국가치곤 비교  높은 공공사회지출 

수 이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극 노동시장 정책

 공공부문을 심으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이고 인 자원의 활용

도를 높인 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

은 덴마크와 같은 황 률로서의 선순환 과정을 이루고 있지 못하여 지

 심각한 재정 기를 맞고 있다. 

한 국은 인구규모가 노르딕 국가보다 훨씬 높아 이러한 국가들과 

같은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나라가 향후 복지국가로 

발 하는데 있어 꼭 참고해야할 방향성  환경에 한 처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규모가 크면서 1인

당 GDP가 높은 나라들은 국, 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며, 우리나

라보다 1인당 GDP가 높으면서 OECD 평균이상의 GDP 비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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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수 을 하고 있는 국가는 국, 이탈리아, 랑스, 독일 정도이

다. 인구규모와 소득  복지수 은 매우 한 계성이 있으며 이러

한 을 감안했을 때 향후 복지  노동 련 정책에 있어 인구 등을 고

려한 실 으로 가능한 복지  성장 모델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3-36〕인구와 1인당 GDP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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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인구와 GDP대비 사회지출과의 관계

〔그림 3-38〕노르딕 3국과 영국의 총인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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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일본 사례(권순미 고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 서론

이 은 1990년  이후 일본의 노동시장 개 과 복지정책  응의 

비정합성(mismatch)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목 이 있다. 발

주의 경제정책을 표하는 일본은 후 자본주의 황 기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공  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은 

OECD 국가  늘 하 권에 머물러 있었다. 1970년  까지만 해도 

일본은 잔여  복지국가(residual welfare state)의 가장 형  사례

다(Esping-Andersen 1997, 183). 비록 사회보험제도의 용 상이 

단히 포 이었지만, 여 수 은 미미했다. 2007년 재에도 GDP 

비 일본의 사회지출은 18.7%로, 여 히 OECD 평균(19.3%)을 도는 

수 이다(OECD 2010). 

사회  보호의 일본  특징은 핵심 노동자들이 ‘회사인간’으로 기업 

이익에 몰입하고 충성하는 조건으로 종신고용과 풍요로운 기업복지를 

리는 신, 그 외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낮은 임 과 제한된 부가 여만

을 받으며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형성하는 이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으로 요약된다(Pempel 1989; Gould 1993; Goodman and 

Peng 1996; Mishira 1998; Shinkawa and Pempel 1996). 기업복지는 

연 과 퇴직 , 주거보장, 의료보장, 배우자수당, 부양자수당, 가족휴가 

등 피용자  그 가족에게까지 혜택이 미쳤다. 일본의 통 인 가족모

델, 즉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사에 념하는 부부분업형 가족

모델은 장기고용과 기업복지에 크게 의존했다(山田 2007, 152). 후 수

십년 간 기업복지는 가족의존  복지와 짝을 이루며 약한 공  복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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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비용 복지 국가 음에도 불구하

고, 사회  규범으로 행화된 완 고용정책이 온존했고,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정책이 실시되었다. 공 인 소득이 과 노동자에 한 사회서비

스의 측면에서 유럽국가들에 뒤쳐져 있지만, 사회지출 통계에 잡히지 않

는 정부의 공공근로와 농 가구에 한 보조  지원, 시장 규제  산업

정책 등이 재분배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했던 것이다(ペンペル 1991; 

Pontusson 1991; Gould 1993; Estevez-Abe 2008; 岡本 2010; 

Campbell 2012). 일본 정부의 이러한 시장개입  보호정책은 서구의 

완 고용정책과 소득이 정책에 한 기능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s)로 볼 수 있다(Estevez-Abe 2008). 

그러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도움을 주었던 완 고

용정책과 종신고용제는 1990년  이후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략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수 일본 기업들이 여 히 해고를 구조조

정의 최후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불황 속에서 기능  유연화를 시

하던 과거의 구조조정 방식과는 달리 수량  유연화를 보다 손쉽게 선

택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요구하는 재계를 지원

하기 해 1990년  이후 노동계약법제, 해고법제, 노동시간법제 등을 

새롭게 정비하 다. 유연화정책이 미친 가장 요한 결과  하나는 비

정규직 노동자의 속한 증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이다. 그 다면, 이

에 한 일본 정부의 사회정책  응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이와 련하여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개 과 복지 개 의 비조응성이다. 탈규제  시장정책에 의해 임  비

정규직이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두껍게 형성하고, 소  ‘격차사회’가 구

조화되는 양상으로 발 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치유하

기 한 복지개 에는 소홀했다. 2000년  반까지, 오히려 재정 안정

화를 목표로 한 복지 축소가 단행되었으며, 이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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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배제를 래하 다. 둘째, 노동시장과 복지개 의 비조응성은 

무엇보다 정규직 고용 형태를 정상 인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된 사회보

험 심의 복지제도에 기인한다. 사회보험 원리를 따르는 일본의 복지제

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신, 주로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기

여로 재원이 조달되며, 수 권은 피보험자의 고용기간과 기여능력에 의

존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심의 복지제도는 고용경력이 짧고 기여능력

이 약한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을 제도 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창 고조되던 1990년 부터 2000년  반까

지 일본의 노동운동은 정규직 심의 경제  실리주의와 노사 조  태

도로 일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사회  배제를 암묵 으로 방치하는 데

에 일조했다. 노동운동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했

으며, 포  사회정책을 철시키기 한 극 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

았다. 2000년  반 이후에야 비정규직에 한 사회  보호정책이 정

부 차원에서 추진되는데, 이는 그 동안의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정책에 반

기를 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주요 정당의 정책 변화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1990년  이후 활발하게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에 의해 래된 노동시장의 분 화  복지 양극화

의 실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개 시기와 민주당으로의 정

권교체를 후하여, 다양한 사회  험에 응하여 일본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체 으로 살펴본

다. 이에 더하여 일본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비정합성이 발생

하게 된 원인을 사회보험 심의 복지제도의 특징, 그리고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에 을 맞추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지 까지의 논의를 요

약하고, 그 시사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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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의 양극화  

1990년 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공 측면의 경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

의  세계화와 경제 기를 배경으로 탈규제  노동시장 개 이 으

로 추진되었다. 그로 인해 트타임노동자와 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격히 증가했고, 종신고용제는 기업 남성 정규직의 유물이 되었다. 

연공임 제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로 빠르게 체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외부환경에 신속하게 응하며 비용을 감하려는 기업의 이해를 일본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으로 뒷받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5년에 일본경 자단체연맹(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신시 의 일

본  경 , 도 방향과 구체  정책’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공표했다. 그 

내용은 노동자를 장기축 능력활용형 그룹, 고도 문능력활용형 그룹, 고

용유연형 그룹으로 분류하고, 노동력의 유동 ․탄력  활용을 목표로 

총인건비를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서는 장기축 능력활용형 이외

에는 부 유기(有期) 고용계약, 無승 , 無퇴직 , 無기업연 으로 하고, 

이러한 고용 략을 실행하기 해서는 탄력 인 노동력의 조달을 가능  

하는 노동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日本経営 団体連盟 

1995). 재계의 이 주장은 일본  고용 행, 즉 종신고용과 연공 임 으

로부터의 결별선언이라 할 수 있다(伊藤 1998, 86). 이에 호응하여 일본 

정부는 2002년 3월에 ‘규제개  추진 3개년 계획’의 개정을 각의(閣議) 

결정했고, 노동․고용의 기본방침으로 “취업에서 정년퇴직까지 한 기업

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 가

는 체제로 이행해 가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한 규제를 완

화하는 개 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内閣府 2002). 그러나 이미 그 이

부터 고용 유연화 략은 착실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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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일본의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

주: 2001년까지는 매년 2월의 수치, 2002년부터는 연평균 수치.
자료: 總務省統計局(1990-2011).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일본에서 임원을 제외한 임 노동자  정

규직은 79.8%(3,488만 명)에서 65.7%(3,355만 명)로 감소하 으나, 비

정규직은 20.2%(881만 명)에서 34.3%(1,755만 명)로 폭 증가했다(그

림 3-39 참조).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다.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는 략 1990년  반 이후 가 래졌는데, 이

는 주로 견․계약․ 탁 노동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1999년도에 201

만 명이었던 견․계약․ 탁 노동자들은 2004년도에 468만 명으로, 2

배 이상 증가하 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1999년과 2003년에 

개정된 노동자 견법과 1998년과 2003년에 개정된 유기노동계약을 꼽

을 수 있다. 

일본의 노동자 견법은 1986년 제정 당시 견 상 업종을 문  지

식과 기술을 요하는 16개 업무에 한정하 으나 1996년 개정 시 10개의 

견업종을 추가하 고, 1999년 개정에서는 특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 다. 2003년에 개정된 노동자 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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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견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 으며, 제조업으로까지 그 

범 를 확 하 다. 한 1998년 노동기 법 개정시 무기계약 노동자의 

고용을 체하여 유기계약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실화하는 한편, 고용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유기계약 노

동의 상한을 1년으로 하되, 문기술직과 60세 이상 노동자와 노동계약

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외조항을 두

었다. 2003년 노동기 법 개정에서는 유기고용 기한의 상한을 기존의 1

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 고, 문기술직과 60세 이상 노동자에 해서

는 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 다(夏住編 2003). 2004년부터 

제조업 부문에의 견을 허용하며 1년의 기간제한을 두고, 2007년부터

는 이를 3년으로 연장(휴지기 3개월)하 다. 격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

책을 추구한 결과, 엄격한 고용보호의 명사 던 일본은 2008년 재 

미국, 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엥 로색슨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 국가  가장 고용보호 지수가 낮은 국가가 되었다(Venn  

2009).

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표 인 비정규직 형태는 

트타임 노동이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트타임노동자(1,192만 명)가 

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 으로 평균 23.3%이며, 

체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에 달한다(總務省

統計局 2012). 트타임노동자의 약 80%(933만 명)는 여성이다. 같은 

시기, 남성 노동자  비정규직은 18.9%에 불과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53.5%가 비정규직이라는 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일본 노동시장의 

요한 특징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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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상용직 일반노동자의 고용형태․기업규모간 임금 격차(2011년 6월) 

(단위: 천엔)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임금

임금 

격차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임금

임금 

격차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임금

임금 

격차

전체 312.8 195.9 63 339.6 222.2 65 248.8 172.2 69

대기업 372.5 209.5 56 400.2 238.8 60 288.3 182.5 63

중기업 303.0 195.0 64 328.9 218.3 66 248.3 174.0 70

소기업 267.4 183.0 68 289.0 210.6 73 219.5 158.5 72

주: 임금격차는 정규직 100을 기준으로 작성함.
    1) 임금은 소정내 임금으로, 근로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 및 산정방식에 의해 2011년 6월에 지급된 현금급여액 

중 초과근로임금(심야근로수당, 휴일출근수당, 당직수당, 교대수당)을 뺀 소득세 공제 전 금액을 말함.  
    2) 정규직은 평균 연령 40.9세 근속 12.7년이며, 비정규직은 평균 연령 45.1세, 근속 6.9년임.
    3) 대기업은 상용직 1000명 이상, 중기업은 100-999인, 소기업은 10-99인 기업임.
자료: 厚生勞動省(2011c). 

〈표 3-27〉일본의 고용형태별 복지제도 적용률(2007년 현재)

(단위: %)

고용
보험

건강
보험

후생
연금

기업
연금

퇴직금
재형
제도

상여금

복리
후생
시설
이용 

정규직 99.2 99.7 98.7 29.7 78.0 43.1 84.8 50.2 
비정규직 60.0 48.6 46.6 5.3 10.6 6.7 34.0 22.7 
계약사원 81.9 83.4 80.5 6.9 12.3 9.6 47.5 34.5 
촉탁사원 75.9 82.8 79.5 16.1 17.1 11.3 50.1 37.7 
출향사원 87.2 92.3 90.7 42.7 79.7 54.7 83.4 72.1 

파견노동자 82.4 80.2 78.2 4.3 12.2 6.0 19.5 30.3 
임시고용 30.7 29.3 22.6 1.2 3.3 1.2 13.1 9.9 
파트타임 48.1 28.7 26.9 2.7 5.9 3.7 31.0 17.1 

기 타 72.6 71.1 69.4 4.8 11.9 6.8 38.4 17.9 

자료: 厚生勞動省(2007)

고용형태의 차이는 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표 3-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용직 일반노동자의 소정내 임 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

규직의 임 은 63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소기

업보다는 기업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 소정내 임 만이 아니라 소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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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을 모두 합친 연 평균 임 총액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기업 정규직의 연간 임  총액이 100일 때, 비정규직

은 그 1/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정내 임  외에도 상여 과 

기타 특별 여 등 기업의 재량  힘이 강하게 미치는 소정외 임  차이

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2007년 조사

에 따르면, 정규직은 거의 100%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 , 

상여  등 기업복지의 혜택도 부분 리고 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은 고용보험에 60%, 건강보험과 후생연 에는 정규직의 반에도 못 미

치는 49%, 47%가 각각 가입해 있다(표 3-27 참조). 법 으로 강제되지 

않는 일종의 기업복지에 해당하는 기업연 , 퇴직 55), 재형제도, 복리

후생 시설 이용 등에서는 더욱 압도 인 격차가 발생한다. 그나마 연수

입이 130만엔 미만인 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피부양 가족

이거나 후생연 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인정받으면, 보

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과 국민연 3호의 용 상이 될 수 있다.56) 

이를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실질 인 건강보험  공  연  가입률은 

〈표 3-27〉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 체는 아니지만,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단시간 근로자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57)

에 의하면,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70~80% 수 인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  후생연  가입률은 총 72.1%인데,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는 경우(제2호 피보험자)가 39.2%, 배우자가 가입한 피용자 연 보험

55) 한국과 달리, 일본의 퇴직 제도는 법정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56)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연 수입 180만엔 기 이 용된다. 
57) 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만 개와 동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를 상으로 실시함. 동 조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란 ‘주간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짧

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각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

는 것은 미응답자가 있어서임. 자세한 것은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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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부양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제3호 피보험자)가 26.9%, 국민연

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제1호 피보험자)가 6.0%이다. 응답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총 80.4%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피

용자보험에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는 경우가 38.2%, 가족이 가입

한 피용자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28.2%, 그 외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13.9% 다. 

연 수입 130만엔을 진입장벽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의 사회경제  

효과는 이 이다. 부정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이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방해하거나 노동시장의 활력을 하시킬 수 있다는 이

다.58) 한 자의 ․타의 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임  시장으로 유인

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 덕에 상당수의 업주

부와 임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 제도 내로 포섭될 수 있는 정  효

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 역할 고정과 임  차별을 제로 한 일본의 노

동시장·복지정책은 복지 재정에 부정  향을 미친다. 박경숙(2001)이 

지 한 것처럼, 재 일본의 복지재정 부담의 일차  원인은 속한 고

령화이지만, 출산이 고령화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 가사와 육아 

심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하여 여성의 노동 기회를 크게 제약하는 

조건 속에서 그 제한된 노동기회를 추구하는 여성에게 가사일은 커다란 

기회비용으로 인식된다. 결과 으로 일본 여성들은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 사회  효과는 복지재정 기로 되고 

있는 것이다(박경숙 2001). 

1960~70년 의 일본은 OECD 국가  가장 빠른 사회지출 국가

으나, 1980년 부터 복지 축소를 한 개 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58) 피부양자인 경우는 부분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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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지 재정 기와 맞물려 있다. 가령, 60세에서 65세로 연  수 연

령의 상향 조정(1981년), 연 과 의료보험의 기여율 인상, 노인 무상의

료제도는 폐지(1982년) 등이 그것이다. 당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는 

‘증세 없는 재정재건’을 내걸고 세출 삭감  합리화, 행정기구와 보조

 제도의 개편, 국철 등 공공부문의 민 화를 추진하 다. 긴축 산의 

기조 속에 사회 지출도 엄격히 억제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등 사

회경제  욕구에 일정하게 응해 나가면서도 재정 압박에 따른 지출 

억제의 흐름은 기본 으로 2000년  반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과 

2004년에 단행된 두 차례의 연  개정은 연 재정의 안정화를 해 

여 수 을 이는 한편, 사회보장 재정부담을 이기 해 보험료 수

을 일정 수 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0년의 연 개

정은 기 연 과 후생연 의 여증액분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변경하

는데, 일반 으로 임 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을 고려한

다면 그러한 조치는 연 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조 훈 2005). 2004년의 연  개 에서는 기여와 부의 균형을 도모

하기 해, 보험료 부담의 상한을 고정했고, 기 연 의 국고 부담을 1/2

로 인상하 다. 한, 임 과 물가의 변동, 평균수명의 신장, 출생률 등 

인구변동과 같은 사회경제  요인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연 액의 개

정률을 자동 으로 설정하여 여 수 을 탄력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부분의 선진국에서 공  연 은 확정 여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확정 여형 연 이 퇴직자들에게 안정된 연 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  개정안은 연  보험료를 고정함으로써 기존

의 확정 여형 연 을 확정기여형 연 의 형태에 가깝도록 환한 것이

다. 확정기여형 연 은 고용주와 일반시민의 사회보장 재정 부담을 일정 

수 에서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연  여 수 이 일정하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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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지 않아 노후소득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단 이 있다(조 훈 

2005). 

이에 비해 재 민주당은 기 연 인 국민연 의 미납률 증에 따른 

공동화 상, 이에 따른 무연   연  문제, 재정 불안정 문제 등을 

들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연 제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해 행 기

연 (국민연 )과 소득비례연 (후생연 )을 소득비례연 과 최 보장

연 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하 다. 모든 국민들이 노후에 최소한 는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액 세 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최

보장연 제도 도입이 민주당 연 개 안의 핵심이다. 재 기 연 인 

국민연 의 경우 지출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새로 도

입될 최 보장연 에서는 소요 재원 100%를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윤석명 2012, 70-71).

2000년 에 단행된 의료보험 개정은 주로 본인부담의 증가를 통한 의

료보험의 재정 안정화,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조치

에 이 맞추어졌다. 2000년 개정에서는 노인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

을 증가시켰고, 2002년에는 직장 가입자  역 근로세 의 소득 이상

인 70세 이상의 본인 부담을 증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3년과 2004

년에는 환자의 선택권 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화 방안의 하

나로 병실  약제 사용, 진료, 병원 고 등에 한 규제를 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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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추이

2000년대 말 수준 변화%p

지니
계수

P90
/P10

지니계수 P90/P10

80중반
～ 

90중반

90중반
～

00말

80중반
～ 

90중반

90중반
～ 

00말
호주 0.336 4.5 - 2.7 - 0.5

오스트리아 0.261 3.2 0.2 - 0.1 -
벨기에 0.259 3.8 1.3 - 0.0 -
캐나다 0.324 5.4 -0.4 3.5 -0.1 0.4
덴마크 0.248 3.5 -0.6 3.3 -0.2 0.2
핀란드 0.259 3.8 2.1 3.2 0.1 0.4
프랑스 0.293 4.3 -2.3 1.6 0.0 0.0
독일 0.295 4.5 1.5 3.0 0.3 0.3

그리이스 0.307 4.8 0.0 -2.8 -0.2 -0.7-
아이슬랜드 0.301 4.4 - - - -
아일랜드 0.293 4.4 -0.6 - -0.1 -
이태리 0.337 5.6 3.9 -1.1 0.8 -0.5
일본 0.329 6.0 1.9 0.6 0.5 0.5
한국 0.315 5.7 - - - -

네덜란드 0.294 4.4 2.5 -0.3 0.5 -0.1
뉴질랜드 0.330 5.3 6.4 -0.5 0.7 0.1
노르웨이 0.250 3.7 2.7 0.7 0.0 0.1
포르투갈 0.353 6.1 3.0 - 0.4 -
스페인 0.317 5.7 -2.8 - -0.9 -
스웨덴 0.259 3.9 1.4 4.8 0.1 0.7
스위스 0.303 3.7 - - - -
영국 0.345 4.6 2.7 1.8 0.0 0.5
미국 0.378 5.9 2.3 1.8 0.0 0.5

OECD20 0.316 4.3 2.1 0.5 0.3 0.1
OECD34 0.314 4.3 - - - -

주: 소득은 가계 가처분 소득을 말함.   
자료: OECD(2011a), p.45.

사회  안 망이 약한 상태에서 취해진 속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

지 축소의 결과, 일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그룹에 속하

게 되었다. 비용, 복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본은 완 고용, 공공

사업 등 복지 지출 외 소득지원정책으로 시장의 열패자들을 보호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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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세계 으로 높은 수 의 소득 평등을 렸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인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두 가지 지표가 이를 말해 다. 하나는 2000년  말, 일본의 지

니계수는 OECD 평균(0.314)을 상회하는 0.329이다. 다른 하나는 하  

10%에 한 상  10%의 가계 가처분소득(P90/P10) 지표가 통 인 

불평등국가인 미국, 한국보다 더 심각한 6.0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일본

의 가계 가처분소득 상  10%와 하  10%의 차이는 무려 6배에 달한

다는 뜻이다. 이러한 지표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일본의 소득 재분배정

책이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3.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

1960~70년 가 복지 확 기라면, 80년 부터 고이즈미( 泉純一郞) 

집권기(2001년 4월∼2006년 9월)까지는 노동시장에 한 규제를 완화

하고 사회권을 약화시킨 시기 다. 특히 고이즈미 집권기에는 노동시장, 

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복지의 개 뿐만 아니라 정치개 에 이르기까

지 방 으로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것

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격차사회, 워킹푸어, 넷카페난민, 장청부, 

아사자, 아동학 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폭발했다.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의 종식과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이러한 사회경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복지 확 기에 ‘복지 우선’ 공약을 내세운 정당들이 

선거에서 좋은 성 을 거두었듯이(Calder 1988; 新川 1993; 우 희·이

진 2011), 시장 만능주의에 지친 유권자들은 2009년 의원 선거에서 

‘격차 해소’와 ‘복지 우선’을 면에 내세운 민주당을 폭 지지하 다.

이하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후하여 격차 사회 완화를 

해 일본에서 시행 이거나 시행 정인 사회정책  응을 검토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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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견법 개정, 사회보험제도의 개 , 고용차별 시정제도, 사회  

화의 추진이라는 네 역으로 구분된다. 이 네 역을 통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노동시장  복지정책 역에서 비정규직에 한 사회  

보호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가. 노동자 파견법 개정

법안 제출로부터 2년(자민당·공명당 정권에서 폐안된 법안부터 치면 3

년)이 지난 2012년 3월28일, 개정 견법59)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

다. 이 법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될 정이다. 고용에 한 규제 완화 

흐름에서 재규제로 환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기

업 풀캐스트, 굿월드 2사에 한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지고, 악질 인 

견회사에 한 비 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이다. 그 후 2008년 9월의 

리먼 쇼크를 계기로 경기가 속히 악화되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

하면서 소  ‘ 견해고’(派遣切り)가 사회문제로 두되었다(松浦 2012). 

노동운동과 시민단체가 견법 개정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당시 제조

업 견 일자리에 취업했다가 2008년 경제 기를 계기로 량 해고된 

비정규직들도 법 개정운동에 가세했다. 

개정 견법은 ‘ 견노동자의 보호와 고용안정’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직수 2012). 첫째로 견사업 규제에 

한 내용이 부분 으로 포함되었다. 일용 견 지 조항에서 ‘일용 견’

을 ‘2개월 이내의 견’으로 정의하고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수정하

다. 기업그룹 산하에 견업체를 두고 그룹기업들에 노동자 견을 하

는 ‘그룹기업 내 견’ 규모를 체 견 규모의 80% 수 으로 규제, 

59) 정식 명칭은 ‘노동자 견사업의 정한 운  확보  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

에 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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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노동자를 이직 후 1년 이내 견노동자로 체하는 것을 지하

다. 소개 정 견의 경우 직 고용 환 이후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도

록 하 다. 그러나 그간 견법 개정의 핵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등록형

견(26개 업무 제외)의 원칙  지가 제외되었고, 제조업 견 지(1

년 과 상시고용 업무 외) 한 제외되었다.

둘째, 견노동자의 무기계약화  처우개선에 한 내용이 포함되었

다. 사용사업주에게 일정기간 고용한 견노동자의 무기계약화 환 추

진조치 노력을 의무화하 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견노동자와 균등처

우를 고려하도록 하 다. 견요 과 견노동자의 임  간의 차액 정보

공개 한 의무화하 다.

셋째, 불법 견에 한 조치가 보완되었다. 불법 견의 경우 사용사업

주가 법 견임을 알고도 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견노동자에 해 근로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 다. 한 업

체폐업에 따른 노동자 불이익 방지를 해 노동자 견사업 허가 등 자

격조건을 정비하도록 하 다. 그러나 불법 견 조치 련 조항의 시행일

은 법률시행일 3년 후로 미루어졌다.  

  나. 사회보험제도의 개정

(1) 고용보험법 개정

완 고용으로 일컬어질만큼 낮은 실업률을 보 던 일본은 2000년 에 

들어와 4.0~5.4%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재, 청년 

실업률은 체 실업률(5.1%)의 두 배 가까운 9.4%에 달한다.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율도 2000년에는 25.5% 으나 2010년에는 37.6%로 

증가했다. 2010년 기 으로 일본의 장기 실업률은  OECD 평균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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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회한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자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진하기 해 일본은 최근 

고용보험 용기 을 완화하 다(표 3-29 참조). 

〈표 3-29〉고용보험 적용 요건과 수급 요건 

항목 2000년 2009년 2010년

적용요건

고용전망 1년 이상 6개월 이상 31일 이상

주당 

소정노동시간
2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변동 없음)
20시간 이상

(변동 없음)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과거 2년간 

12개월 이상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변동 없음)

자료: 厚生労働省(2010). 

최근의 개 으로는 먼 , 자민-공명 연립정부 하에서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고용보험법을 들 수 있다. 그 핵심은 용요건  

수 자격 요건의 완화와 소정 여일수의 확충이다. 단기간 취업자  

견근로자의 수 자격 용 기 은 기존의 1인 이상 기업 1년 이상 고용

정자에서 6개월 이상 고용 정자로 확 되었다. 특정 수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자와, 그 외 도산, 해고 등 비자발 으로 이직한 자(특정 사유에 의한 

이직자)60)의 기본수당에 한 수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다. 즉, 개정 이

에는 이직일 이  2년간에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을 요

구했지만, 개정법은 이직일 이  1년 동안에 통산 6개월 이상의 피보험

60) 특정 사유에 의한 이직자는 다음 항목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다.
①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이

직된 자.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갱신에 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 사정에 의해 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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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충족하면 수 자격을 갖는 것으로 그 기 을 완화하 다. 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계약이 갱신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기본수당

의 소정 부일수가 특정 수 자격자와 동일하게 맞추어졌다. 계약 기간

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계약 갱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없이 이직된 자에 해서는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수 자격자로 인정되어 왔지만, 2009년 개정에 의해 고

용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용되도록 변경되었다. 단, 이 때 수 자

격과 련된 이직일이 2009년 3월 31일 이후인 자가 상이 된다. 

정권교체 후인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고용보험법은 첫

째, 용 요건을 기존의 6개월 이상 고용 정인 자에서 31일 이상 고

용 정인 자로 폭 완화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자에 한 소

용 기간도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신고

하지 않아서 미가입된 자 가운데, 사용자로부터 고용 보험료를 공제당한 

것을 여명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기존의 2년 기 을 과하여 

소 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 사업장 체 으로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험료의 징수시효인 2년 경과 후에

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납부를 권장하는 것으로 했다. 둘째, 

고용보험 2사업(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의 재정기반의 강화이다. 사

용자로부터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용보험 2사업의 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해, 실업등 부의 립 에서 차입하는 방식을 잠정 으로 조치하기

로 했다. 한 고용보험 2사업의 보험료율에 한 탄력조항의 발동을 

지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료율은 3.0/1000을 탄력

으로 용했으나 2012년 4월부터는 보험료율을 3.5/1000로 하고, 탄

력조항의 발동을 지하기로 했다(표 3-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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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 변동 

사업내용 연도

고용

보험

료율

노동자부담

사용자부담

실업 등

급부에 

관한 

보험료율

고용안정, 

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율

일반사업
2011년 11/1000 4/1000 7/1000 4/1000 3/1000
2012년 15.5/1000 6/1000 9.5/1000 6/1000 3.5/1000

농림수산․

청주제조업

2011년 13/1000 5/1000 8/1000 5/1000 3/1000
2012년 17.5/1000 7/1000 10.5/1000 7/1000 3.5/1000

건설업
2011년 14/1000 5/1000 9/1000 5/1000 4/1000
2012년 18.5/1000 8/1000 11.5/1000 7/1000 4.5/1000

자료: 厚生労働省(2010). 

2011년의 고용보험법 개정은 여 인상과 재취업 진에 을 두고 

있다. 노사정 3자로 구성된 노동정책심의회 직업안정분과회 고용보험부

회의 보고에 따라, ‘고용보험법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2011년 5월 13일), 동년 8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① 실업 등 부의 임  일액이 기

존 2,000엔에서 2,320엔으로 인상되었고, ② 조기 재취직한 경우에 지

하는 재취직수당 부율이 인상되었다. 부일수를 1/3이상 남기고 취

직한 경우에 기존에는 잠정조치로 부율 40%가 용되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50%를 항구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일수를 2/3이상 남기고 

취직한 경우에는 잠정조치로 부율 50%를 용하 으나 법 개정 후에

는 60%를 항구화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 실업 부 기간과 소득 체율,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지출은 

OECD 회원국  최하 권에 머물러 있어서 고용보험제도가 사회안

망 역할을 하기에는 단히 역부족인 실정이다.61)  

61)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40세 노동자를 기 으로 한 2009년 재 세후 소득 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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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2012년 3월 13일, 정부와 민주당은 트타임 등 단시간노동자에 

한 후생연   건강보험 용 확 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기 안을 

결정하 다. 재 후생연   건강보험의 용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노동자이다. 그러나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의 비율은 2011

년 재, 19.2%까지 증가하 다. 한 남편이 회사원인 연간 수입 130

만 엔 미만의 단시간노동자의 경우에는 연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일정액의 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시간을 억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에 응하기 해 피용

자이면서도 후생연   건강보험의 용을 받지 않고 있는 단시간근로

자에게까지 용을 확 하기로 결정하 다. 즉 사회안 망을 강화하여 

사회보험의 격차를 시정함과 동시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하는 제도의 모순 을 제거하여 여성의 취업의욕을 진시키고 향후 인

구감소에 비하는 것을 목 으로 후생연   건강보험의 용 확 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김명  2012, 78). 

보면, 일본은 실직 1년차 실업 여의 소득 체율이 45.5%이고, 5년 동안의 평균 소득 체

율은 10.6%이다. 이 각각의 OECD 회원국 간값은 58.6%, 29.9%이다(OECD 2011b, 
40). 한편, GDP 비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일본의 공  지출 비 은 2009-10년 

평균 0.47%이다. OECD 회원국은 2009년 재, 평균 0.62%이다(OECD 2011b, 
2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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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단시간노동자에 대한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안)

현재 2016년 4월부터

주 30시간 이상

- 주 20시간 이상

- 월 임금 7.8만엔 이상(연 수입 94만엔 이상)
- 근무시간 1년 이상

- 학생은 적용 제외

- 종업원 501명 이상

 ※ 대상자 수: 약 45만 명 

자료: 社会保障審議会․短時間労働者への社会保険適用等に関する特別部会(2012).

새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단시간노동자의 후생연   건강보험의 

용 확 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용요건

은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 ② 월 임 이 7.8만 엔 

이상(연간 수입 94만 엔 이상)일 것, ③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이 정

되어 있을 것, ④ 학생이 아닐 것, ⑤ 행 용기 으로 상이 되는 종

업원 수가 501인 이상 기업일 것 등 다섯 가지이다. 이 개정에 의해 약 

45만 명이 새롭게 용 상이 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31일까지 용 범 를 확 하기 한 법제상의 조치가 강구될 계획이다. 

단시간근로자의 용 확 에 의해 단시간근로자가 후생연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원의 피부양배우자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지만, 그 나머지 단시간노동자들의 경우에

는 일반 으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여는 어느 경우에도 증가하게 

되는데, 연 의 경우 후생연 이 용되어 장래에 노령기 연 에 추가

하여 노령후생연 을 수령할 수 있다. 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병상 

시의 여가 바 지는 않지만, 병상에 의해 휴직하여 임 을 받을 수 없

을 때에 지 되는 상병수당과 출산에 의해 휴직하여 임 을 받을 수 없

을 때에 지 되는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건강보험에 따라

서는 추가 인 여(부가 여)가 존재하며, 병상 시의 자기부담이 경감

되는 경우도 있다(김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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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당  사회보험과 세제 일체개 을 실시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트타임근로자 370만 명에게 사회보험을 용할 계획이

었다. 이처럼 370만 명에게 사회보험을 용할 경우 기업 부담은 일순

간에 5,400억 엔이나 증가하게 된다. 이에 한 기업의 반발 등을 상

하여 단계 으로 사회보험의 용을 확 할 정이며, 1차 으로 45만 

명에게 우선 용할 방침이다. 45만 명의 단시간근로자가 새롭게 사회보

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 의 경우 500억 엔, 기업이 운 하는 건강보험

의 경우 300억 엔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여 기업 부담은 재보다 800

억 엔 증가할 것이 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종업원 

수 500인 이하 기업은 용을 유 할 방침인데, 기업규모에 따라 사회

보험이 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 난다는 비 도 나오고 있다(김

명  2012).

  다. 고용차별 시정제도

일본은 1993년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하여 ‘단시간노동자의 고

용 리 개선 등에 한 법률’(이하 트타임노동법)을 제정하 다. 일명 

‘ 트타임노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용 상은 주당 소정 근로시

간이 통상의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로, 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탁, 계약직, 임시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시간 노동자의 정 노동조건

의 확보, 교육훈련의 실시, 복리후생의 확충, 기타 고용 리의 개선, 직

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목 으로 제정된 이 법은 구체 인 지침으로 

노동계약 기간, 소정외노동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과 휴가, 임 산정․

계산․지불방법  시기, 퇴직  승 수당, 상여 , 교육훈련, 휴가 등

의 노동조건을 문서로 작성․교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 다. 

그 밖에도 6개월 계속근무하고 체 노동일의 80%이상 출근시 연차유



제3장 복지선진국가에서의 노동시장유연성제도와 복지시스템의 대응 ∙225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든지, 트타임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에 고하든가 30일분의 평균임 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책무란 실질 인 강제력이  

없는 노력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트타임노동법은 제정 17년 만인 2007년에 처음으로 개정되

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62) 개정 트타임노동법의 주요 내용

에는 ①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교부하여야 하고, ② 단시간 

노동자가 임 , 교육훈련 등 처우에 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③ 균형처우와 능력에 따른 처우와 련하여, 

직무 내용(업무 내용과 책임 정도), 인재활용 방식(배치 환, 근 등)이

나 운용, 계약기간이 정규직과 같을 경우 사용자는 임 , 교육훈련, 복리

후생시설 이용 등에서 단시간노동자의 차별을 지하며, ④ 정규직 환 

진제도를 두어, 사용자가 정규직을 모집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모집 내용을 알려야 하고, 사업장에 정규직을 새롭게 배치할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단시간노동자에게 응모 기회를 주도록 했다. ⑤ 한 사용

자는 트타임노동자로부터 고충 신청이 있을 때 사업장 내 고충처리제

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 인사담당자나 단시간고용 리자(상시 트타임

근로자가 10인 이상의 경우 설치의무)가 고충을 담당하여 사업장 내에

서 자주 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개정법 시행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정  평

가도 있지만,63) 비정규직 증가 추세는 2009년에 꺾이는 듯하다가 2010

62) 그 동안 지침의 개정은 여러 번 있었으나 법률 개정은 2007년이 처음이며, 2011년에 일

부 조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 틀은 2007년 개정법을 유지하고 있다.
63) 가령,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2010년 실시한 「단시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트타임노동자 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하면서,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사업소가 크게 증가하 고, 약 10% 
이상의 사업소가 트타임근로자의 임 결정방식의 개선, 복리후생, 교육훈련 실시 증가, 
정규직 환추진 조치를 실시하는 등 법 개정 시행의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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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소득  복지 양극화의 개선 효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행 트타임노동법은 장기 으로도 정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망된다. 그것은 이 법률 자체가 안고 있는 한

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 , 수당, 상여  등에서 차별 지 

상이 되는 노동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문

제 을 들 수 있다. 그 조건이란 ① 정규직과 직무내용이 동일해야 하고, 

② 체 고용기간을 통틀어 인재활용의 틀, 배치, 잔업 등이 정규직과 

동일해야 하며, ③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

우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따르더라

도 법 시행 당시 체 단시간노동자(1,350만 명)의 4~5%에 불과하다. 

결국,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계약 노동자 등 부분의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 을 결정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

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교육, 복리후생 등에서의 균등 처우도 배려

의무에 그치고 있으며, 정규직 환제도도 법  강제력이 없는 것은 마

찬가지이다. 법  강제력을 갖는 것은 승 , 퇴직수당, 상여  등의 근로

조건을 문서로 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1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 트타임노동법 제47조)이라 할 수 있는데, 벌칙이 약해 실질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고용전략대화’의 추진

가, 어떻게 공공정책을 결정하는가는 요하다. 경제 기 상황일수

록 사회  화는 더 많이 요구된다. 사회  화는 이해 계가 상이한 

주요 사회 행 자들이 갈등을 조율하며 상을 통해 정책결정에 이르도

록 함으로써, 공공정책에 한 신뢰를 증가시킨다. 경험  연구들은 사

회  화가 활발한 국가에서 유연안정성 략이 성공 으로 추진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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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제  성과 한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한다(Visser & Hemerijck 

1997; Bekker & Wilthagen 2008, 10-11). 사회  화는 유연안정성 

략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요한 권장사항이기도 하다(European 

Social Partners 2007). 

일본에서 공공정책 결정과 련하여 가장 지속 이고 제도화된 기제

는 심의회이다. 심의회는 수상  각 성청의 정책 자문기구로서 법률 혹

은 정령(政令)에 의해 설치․운 되는 공식 인 정책결정기구이다. 후생

노동성만 하더라도 사회보험심의회, 후생과학심의회, 노동정책심의회, 의

료심의회, 사회보험심의회 등 다양한 심의회가 있다. 각 심의회는 여러 

개의 분과회로 나뉘고, 분과회 아래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몇 개의 부회

로 세분화된다. 심의회 원은 해당 정책 역과 련된 이해 계자들의 

표로 구성된다.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통상 노조와 사용자 표, 문

가(주로 학계), 공익 표(주로 언론인이나 NPO 계자 등)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일본 료제의 정치  신을 보완하기 해 후에 본격 으

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사회  이익의 조정과 정치  통합을 수행하는 

장(場)으로 기능해 왔다. 심의회의 결정(답신)이 법  구속력을 갖는 것

은 아니지만, 정부는 법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마련하기 이 에 심

의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심의회에서 합의한 결정을 존 하

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90년  말, 타 성청이 할하는 심의회에 비해 노사정 합의

가 더욱 시되는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는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놓고 

심각하게 갈등이 빚어지곤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제들이 심

의회에 참여하는 노조의 반발을 살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심의회

를 우회하여 ‘규제개 소 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요 의

제에서 정부의 입장을 반 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이는 3자로 구성된 

심의회 방식의 우회와 형해화를 진하 다(三浦 2002; 久米 2005).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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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고용상황 속에서 고용안정  고용창출을 목 으로 설립된(1998

년 9월) ‘노사정 고용 책회의’도 행을 겪었으며,64) 공동사택사업 이

외에는 거의 구체 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五十嵐 2007). 

민주당 집권 후, 심의회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요한 사회  

화기구는 수상이 직  주재하는 ‘고용 략 화’이다. ‘고용 략 화’는 

2009년의 ‘긴 고용 책’65)에 기 하여 총리 주재로 정부, 노동계, 재

계, 지식인 4자로 구성·운 된다.66) 그것은 고용문제에 신속히 응하고 

책을 강구하기 해 사회 각 계의 표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 형성

을 도모하기 한 목 을 갖지만, 고용 의제를 정책의 최우선순 로 둔

다고 하는 다분히 정치  상징성이 강한 의기구라 할 수 있다. 본회의

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  

합의사항을 도출․발표한 것은 총 세 번이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67)

64) 이 회의에는 정부 표로 내각 방장 , 경제산업 신, 후생노동 신이 참여하 고, 노동

계 표로는 고 회장이, 사용자 표로는 일경련 회장이 참여하 다. 제3회 ‘노사정 고

용 책회의’에서는 고가 제안하고 재계가 수용한 100만명 고용창출정책의 구체화와 실

행을 정부에게 구하는 내용의 ‘노사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정부는 24조엔에 달

하는 역  최 의 긴 경제 책을 발표하면서 1조엔의 고용 책비를 계상하 다(朴昌明 

2004). 그러나 1998년 9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정 고용

책회의’는 연 개 을 둘러싼 노정 계의 악화로 인해 2001년 6월까지 단된다. 
65) 긴 고용 책이란 2009년 10월, 장기 불황으로 일본의 경제성장 기반이 약체화되고, 실

업률이 5%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정권이 “국민이 안 과 

안심, 삶의 보람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 하기 한 가장 요한 기반이 고용 확

보라고 보고, 고용 책을 밝힌 것을 말한다. 이 책의 3가지 기본 은 ① 기동성 있

는 응, ② 빈곤계층, 신규 졸업자에 한 최우선  지원, ③ 개호, 농림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기 되는 분야의 고용창출과 지역 고용창출이다.  
66) 구체 으로 특명담당 신(경제재정정책), 국가 략담당 신, 내각 방장   후생노동

신 등 정부측 5인, 고 회장을 비롯한 노동계 3인, 경단련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3인, 
지식인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7) 련자료는 首相官邸(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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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전략대화 제 1차 회의 합의사항(2009. 11. 25)

첫째, 고용유지 지원 강화책으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고용

조정 조성 ’의 ‘생산량 요건’을 2009년 12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일

본의 고용조정 조성 제도는 경기변동, 생산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  

이유로 피용자를 일시 으로 휴업, 교육훈련, 는 출향을 시킬 경우, 이

에 한 수당이나 임 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주요 수  요건은 

① 고용보험의 용 사업주인 자, ② 생산요건에서 매상고 는 생산량 

등의 사업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치가 그 직  

3개월 는 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이상 감소한 경우(단, 최근 결산 

등의 경 손익이 자이면 5% 미만의 감소라도 가능), ③ 휴업 등을 실

시할 경우, 피용자 체가 1일 휴업 는 사업소 원이 단시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④ 출향을 실시할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출향을 실

시할 경우이다. 이 가운데 ②번 요건에 추가하여 2009년 12월 2일부터 

2010년 12월 1일 사이에 매상 는 생산량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치

가 년 동기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고, 최근 결산등의 경 손익이 

자인 소기업에 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 다. 

둘째, 2010년  이후의 신규 졸업자 지원과 련하여, 학교, 노동, 재

계가 연 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해 노력하고 재계는 채용 확   

신규 졸업자 일 채용 외에 도채용, 연 채용 확 를 해 노력하기로 

했다. 빈곤․곤궁자 지원과 련하여, 지방자치체 등의 력을 얻어 원스

톱 서비스와 주택확보, 생활․취로지원 등의 실시, 제도에 한 철 한 

공지 등 지역에서 항상 인 지원체제의 강화․집 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셋째, 성장이 기 되는 분야를 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직업훈련․

생활보장에 의해 도약형 제2 안 망을 확보하며, 일과 생활의 조화, 여

성․고령자․장애자등의 노동참여 진  다양한 일자리 확보 등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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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 고용전략대화 6차 회의 합의사항(2010. 12. 15)

6차 회의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졸자의 취업 정률이 취업 빙하

기68)를 하회하는 등 여 히 엄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단 하에 

‘고용 략․기본방침 2011’을 합의하 고, 그 내용을 산 편성을 포함

한 경제․고용정책 추진에 반 키로 했다. 2011년 고용정책의 세 가지 

축은 고용 연계, 고용 창출, 고용 유지이다. 첫째, 고용 연계와 련하여, 

잡 서포터와 커리어 카운셀링, 직업안정소에 의한 신규졸업자 고용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졸업 후 3년 이내에 기 졸업자를 고용한 기업

에 해서는 장려  활용, 다양한 인턴십 실시, 신규 졸업자와 구인의욕

이 있는 소기업과의 알선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 고용보

험 수 상이 아닌 구직자에 해 구직자 지원제도(무료의 직업훈련  

훈련기간  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창설하기 해 계자와 의하는 

등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2010년 11월 29일에 마무리된 ‘일본 국내 투자 진 로그램’

을 재계, 노동계, 정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일본 국내투자

의 확 와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 외 보육분야, 

개호․의료분야, 환경․에 지 분야, 성장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고용개발 진법에 기 한 지역 고용창출 추진사업(패키지사업)을 활용하

여 지역의 자주성  창의성을 살린 고용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셋째, 고용조정조성 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보험 특별회계의 고용보험 2사업(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 , 

청년등의 정규고용화특별장려 , 산업고용안정센터보조 , 개호노동안정

68) 사회 으로 취업난이 되는 시기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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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교부 )  사회복귀 진 등의 사업은 노동보험  고용 안 망

책으로서 보다 효율 ․효과 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고용전략대화 8차 회의 합의사항(2012. 6. 12)  
  

6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8차 회의 합의사항도 청년고용 략에 이 

맞추어졌다. 8차 회의 합의문은 그 배경으로 ① 높은 청년 실업률, 감소

하는 취업률 문제에 응해야 할 필요성, ② 청년층을 장차 일본의 간

층으로 육성하기 해 이들이 직업인으로 자립 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 ③ 청년의 비정규고용 비율이 폭 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정규고용의 경우에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직장환경으로 조

기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리먼 쇼크 후 단기 이고 

증요법  성격이 강했던 청년고용정책에서 2020년을 내다보는 신성장

략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리타69) 반감의 달성과 경력 교육을 년차부

터 실시하는 등 발본 인 책을 장기 략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를 해 고용 략 화 산하에 노동계, 재계, 교육계, 지식인, 정부로 

구성된 ‘청년고용 략추진 의회’를 설치하고, 시책 추진, 홍보, 효과 검

증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 일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완 고용으로 일컬어질만큼 낮은 실업률을 보 던 일본은 2000년 에 

들어와 4.0~5.4%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재, 청년 

실업률은 체 실업률의 두 배 가까운 9.4%에 달한다. 이에 54년만에 

69)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어의 ' 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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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은 2009년 10월, “국민이 안 과 안심, 삶의 보

람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 하기 한 가장 요한 기반이 고용 

확보라고 보고, 긴 고용 책을 수립했다. 긴 고용 책의 3가지 기본 

은 ① 기동성 있는 응, ② 빈곤계층, 학 신규 졸업자에 한 최

우선  지원, ③ 개호, 농림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기 되는 분야의 고

용창출과 지역 고용창출이다. 수상이 직  주재하는 노사정간 ‘고용 략

화’를 설치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2009년 말부터 2012년 상반기

까지 ‘고용 략 화’에서 논의된 극  노동시장정책과 련한 주요 합

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유지 지원 강화책으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고용

조정 조성 ’의 ‘생산량 요건’을 2009년 12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일

본의 고용조정 조성 제도는 경기변동, 생산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  

이유로 피용자를 일시 으로 휴업, 교육훈련, 는 출향을 시킬 경우, 이

에 한 수당이나 임 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둘째, 신규 졸업자의 고용 지원과 련하여, 잡 서포터와 직업상담, 

직업안정소에 의한 신규졸업자 고용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졸업 

후 3년 이내에 기 졸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해서는 장려  활용, 다양

한 인턴십 실시, 신규 졸업자와 구인 의욕이 있는 소기업과의 알선 등

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 고용보험 수 상이 아닌 구직자에 

해 구직자 지원제도(무료의 직업훈련  훈련기간  부를 지원하는 제

도)를 창설하기 해 계자와 의하는 등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보육분야, 개호․의료분야, 환경․에 지 분야 등 미래 성장이 

기 되는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고용개발 진법에 기 한 지역 고

용창출 추진사업(패키지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주성  창의성을 살

린 고용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나아가 직업훈련․생활보장에 의해 도약

형 제2 안 망을 확보하며,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고령자․장애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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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참여 진  다양한 일자리 확보 등을 본격 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 히 일본의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지출은 OECD국가 

 최하 권에 머물러 있으며, 고용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축소되거나 비정규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부조응 요인

  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

일본의 복지시스템은 보편  시민권에 바탕으로 둔 것이 아니라, 기여

와 수 권을 연계시킨 사회보험 방식 혹은 비스마르크형(Bismarckian 

welfare systems)을 취하고 있다(Goodman and Peng 1996; 相澤編 

2002). 2009년 재 일본의 사회보장 부비 총액은 약 1천조엔이다.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보험, 의료보험, 개호보험, 고용보험, 

재해보험이 사회보장 부비에서 차지하는 비 은 90%가 넘는다. 기여와 

수 권을 철 히 연계시키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복지제도는 ‘있는 자’를 보

호하고 ‘없는 자’를 배제시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에 

바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용 배제가 자리잡고 있다(김연명 2001). 

〈표 3-32〉일본의 제도별 사회보장 급부비(2009년 현재)

(단위: %)

계
연금

보험

의료

보험

개호

보험

고용

보험

재해

보험

가족

수당

생활

보호

사회

복지

공중

위생

은급․

원호

100% 50.5 29.2 7.1 2.7 0.9 1.6 3.0 3.3 0.8 0.9

주: 1) 의료보험은 고령자의료보험 급부비가 포함됨.
   2) 고용보험에는 선원보험의 실업․고용대책급부 포함됨.
   3) 가족수당에는 아동수당 외 사회복지 중 아동부양수당 및 특별아동부양수당이 포함됨.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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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연 문제를 구체 으로 검토해 보

자. 후생연 , 공제연  가입자가 아닌 국민연 에 가입한 자 업자, 농

민, 무직자(이상 제1호 피보험자)는 재의 사회  험뿐만 아니라 미래

에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질병, 빈곤 등의 사회  

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험료의 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피

용자연 과 달리 이들은 보험료 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피용자의 

배우자로서 업주부이거나 연수 130만엔 이하인 자(이상 제3호 피보험자)

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국민연 의 부액이 낮아 이들도 후생연 과 

공제연  수 자들에 비해, 불안정한 노후 생활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1985년에 일본은 국민에게 공통으로 용되는 노령기 연 을 창설

하고, 피용자연 은 기 연  부 에 보수비례로 부가 으로 부하

는 것으로 연 제도를 개편하 다. 노령기 연 은 국민 모두가 기여하

고 모두가 안정 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제도의 운용은 기여와 기여경력이 수 권의 

제가 되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 노령기

연  부의 1/2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원칙 으로 보험료 

면제(면제, 학생납부 특례, 청년납부유 기간 포함) 기간을 포함하여 20

세부터 60세까지 2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65세 이후부터 수

권이 발생한다. 특히 부액의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자는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국한되며, 25년 이

상~40년 미만 납부한 자나 60세 이상~65세 미만인 자가 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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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일본의 공적 연금 급부 현황(2010년 3월 현재)

수급권자 수(만 명) 월 평균 노령연금액(만 엔)

국민연금 2,765 5.4
후생연금 1,385 15.7
공제연금  261 17.1

계 4,411 -

자료: 厚生勞動省(2011d), p. 91.

〈표 3-33〉는 2010년 3월 재, 일본의 공  연  부 황을 보

여 다. 연  수 권자 수는 국민연 이 2,765만 명이고, 이들의 평균 

수 액은 월 5만4천엔이다. 피용자연   민간기업 노동자를 용 상

으로 하는 후생연 의 수 권자 수는 261만 명이고, 이들의 월 평균 노

령연 액은 15만7천엔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용 상으로 

하는 공제연 의 경우에는 월 평균 연 액이 17만1천엔으로 가장 높다. 

2010년 재 졸 임자의 임 은 월 19만7천엔이고, 고졸 임자의 

임 은 15만8천엔이다(厚生勞動省. 2011d, 90-91). 즉, 피용자연  수

권자들은 체로 고졸 임자의 월 평균 임 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연 을 받지만, 국민연  수 권자들은 이들의 약 1/3 수 의 연 을 지

받는다. 재 일본의 피용자연 은 역 근로세  수입의 약 60% 수

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厚生勞動省. 2011d, 90). 국민연  가입

자의 월 평균 수 액이 피용자연  가입자의 1/3 수 이므로, 이들이 받

을 수 있는 노령연 은 역세  수입의 20% 수 에 불과하다는 뜻이

다. 이는 재 상 으로 고소득과 고용안정을 리고 있는 피용자들이 

미래에도 비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무직자, 혹은 소

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자들은 미래에도 불안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미래의 노령연  부 수 은 재

보다 더 낮아질 망이다. 2004년 연 법 개정 당시, 역세 의 실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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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노동력 인구의 감소 등에 의해 피용자 연 은 2023년이 되면 

역세  수입의 약 50.2%가 될 것으로 망했다. 국민연  가입자의 

노후 소득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령자 가계의 주 소득 원

천이 연 소득이고,70)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원리를 

따르는 연 제도의 계층화 효과는 향후 보다 심화될 수 있다. 

앞에서 언 했듯이 민주당정부는 소득비례연 과 최 보장연 으로 연

제도를 개편하고, 최 보장연 에 소용되는 재원 100%를 국가재정으

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일본

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복지재정 지출의 제약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

장 높은 노령화율과 국가 채무 때문이다. 〈그림 3-40〉는 OECD 국가

의 GDP 비 채무 비율을 보여 다. 막  그래 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2008년 재 총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를 나타낸다. 일본은 OECD 국가 

 GDP 비 국가채무 규모가 가장 높다. 1998년에 그 비율은 113%

지만 2008년에는 172%로, 과거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채무가 증가

하 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당시에 일본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았던 

이태리, 벨기에가 10년 후 채무 비율을 더 낮춘 것과는 조 이다. 

70) 2008년 재, 고령자 가계의 체 소득에서 노령연  소득이 차지하는 비 은 70.6%이

다(厚生勞動省. 2011d,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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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OECD 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

(단위: %)

 

자료: OECD(2010). 

2012년 여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정권은 

GDP 비 233%(2011년 회계기  960조엔)의 국가 채무, 사회보장과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한 해 평균 40조엔에 달하는 재정 자를 해소하

기 해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 을 추진하 다. 소비세 증세법

안은 복지 재원 마련과 재정 건 화를 명분으로 재 5%인 소비세를 

2014년 8%, 2015년 10%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야당인 자민당과 공

명당의 력 속에 의원에서 가결되었다.71) 사회보장제도 개  추진 법

안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해 수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도모하기 해 ‘사회보장제도개  국민회의’를 설

71) 2012년 6월 ２６일, 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증세법안은 출석 의원 459명  찬성 363
표, 반  96표로 통과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오자와( 澤一郞) 그룹 43명을 포함, 총 57명
이 반 표를 던졌다. 그 외 16인은 결석 혹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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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사회보장 개 을 총 ․집 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72) 이로써 집권 민주당의 핵심 국정과제  하나인 사회보장․세 일

체개 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역  일본정치에서 소비세 인상을 주도

한 정권은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민주당정권이 총선공약과도 배

치되고 당내 오자와 그룹의 탈당 과 다수 유권자의 반 를 무릅쓰

면서까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 기가 심각

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소비세 인상이 재정 건 화에 일조하기는 하겠지만, 복지 양극화  

사각지  해소에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역진  성격이 강한 소비세를 사회보장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그 고, 2010년 참의원선거와 2011년 3.11 동일본 지진을 거치

며 민주당이 보수  재정운 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

의 격차 사회 해소책은 단히 조심스럽고 진 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여 심의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이 바 지 않는 

한, 시장임 (market wage)이 사회  임 (social wage)의 격차로 이어

지고, 재의 사회경제  지 가 미래의 지 까지 결정하는 구조  모순

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망된다. 

  나. 정규직 중심의 실리주의 노동운동    

비정규직을 포 하는 튼튼한 사회안 망을 갖춘 국가, 소득 불평등이 

낮은 국가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집 되어 있다. 이들 국가의 

노동운동은 산업별 노조에 기반하여 고용형태·성·기업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 체의 이익, 나아가 계  이익을 옹호해 왔다. 반면에, 일본의 

노동운동은 정규직 심, 기업별 노조체계, 그리고 실리주의를 특징으로 

72) 이 법안은 찬성 378표, 반  84표로 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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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규직 심의 기업별 노조체계는 계  연 보다 기업 내 노사 

조주의로 귀결되기 쉽다. 조합원들은 기업복지의 개선에 해서는 높

은 이해 계를 갖지만, 공  복지의 향상에 해서는 상 으로 무 심

한 경향이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이 처음부터 공  복지에 해 소극  

태도를 보 던 것은 아니다. 1960~70년 의 공  복지의 확 는 무엇보

다 신자치체운동73)과 노동운동이 복지문제를 정치 쟁 화하는 데 성

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권순미 2005). 가령, 노인의료 무료화에 

소극 이었던 자민당의 태도가 변한 것은 동경도 등 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제도를 채용하는 등 이러한 노인

의료무료화에 한 국민  지지를 무시할 수 없어서 다(新川 1993, 

108-109).  다른 동인은 온건 노조와 도정당의 등장에 기감을 느

낀 좌  노조들이 복지를 요구하는 집합행 를 직  조직하기 시작했다

는 데에 있다(권순미 2005).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노선을 계

투쟁주의  지도방식이라고 비 하며 독자노선을 추구했던 온건  민간

노조들은 1964년에 IMF-JC( 일본 속산업노동조합 회)와 동맹( 일

본노동조합총동맹)을 결성하 다. 이들은 복지문제를 비롯한 정책 ․제

도  요구투쟁을 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제시하 다. 그리하여 노동운동

의 국조직은 총평, IMF-JC, 동맹으로 크게 삼분되는 구도가 되었고, 

노동운동 내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행사해 오던 총평의 상은 받

았다. 이와 동시에 도정당을 표방하는 민사당과 공명당의 의회진출은 

기존의 사회주의 세력 즉, 사회당-총평블럭에게   다른 충격을 안겨주

었다. 조직노동 내의 경쟁과 정당간 경쟁에 직면하여 서구식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개량주의로 폄하해 왔던 일본의 사회주의 세력은 이에 자극

받아 1970년 에 들어와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권순미 2003; 

73) 신자치체란 자치단체장이 자민당 계열이 아니라 사회당, 공산당 등 신정당계열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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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특히, 총평은 노동운동 내에서의 고립을 피하고 조직기반을 확

하기 한 목 으로 기존의 임 인상 요구 심의 춘투방식에서 탈피하

여 인 이션 억제, 공해 방지, 조세 감면, 복지개  이슈를 결합한 소

 ‘국민춘투’ 술을 채택한다. 춘투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투쟁이며, 

이를 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앙정부  지방정부와 상하겠다는 것

이 총평의 발상이었다(Kume 1998, 119-120). 국민춘투 술에 따라 

총평은 노인 무상 의료보험, 아동수당, 연 제도의 개  등 복지 이슈를 

면에 내걸고, 업, 시  등 다양한 투쟁을 개하 다.74) 그 결과, 노

인의료 무료화 정책에 이어, 의료보험 개정(1973년)으로 종래 피용자 의

료보험의 피부양자 부는 50%에서 70%로 인상되었다. 한 개정된 연

제도(1973년)는 후생연  부액의 폭 인 증가와 더불어 국민연

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연 액의 실질  하락

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新川 1993, 88-89).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보

험 재원에서 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  부담을 증 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비 은 1960년의 24.7%에서 1980년의 32.9%로 상승했

다(〈그림 3-41〉참조). 

그러나 사회운동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노동운동이 노사 조  실

리주의 노선으로 체되면서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

력은 이 보다 히 약화되었다. 1980년 부터 노동운동은 총평이 주

도하는 투  노선 신 노사 력과 정책참여를 시하는 온건한 노선

으로 재편된다. 1989년에 온건한 노선을 지향하는 민간부문 노조들이 

공공부문 심의 총평을 흡수통합하여 ‘ 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약칭)를 결성한 것이다. 고는 규모 조합원을 거느린 일본의 최  정

74) 1973년 에 총평이 연 개 입법화 단계에서 국회에 압력을 가하기 해 143만 여명이 

참여한 규모 업투쟁을 조직했을 때, 동맹 등 온건 노조는 복지이슈를 매개로 한 정

치  동원이라며 이를 비 했고, 총평과의 일체의 공동투쟁을 거부하 다(新川 1993; 
Kum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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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직(peak association)이다. 조합원 수는 출범 당시(1989년)의 780만 

명에서 2011년 재 680만 명으로 기는 했으나, 여 히 고는 일본 

체 조직 노동자의 약 2/3를 포 하고 있는 거 조직이다.75)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는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의 이익 보호에 매우 소극

이었다. 총평이 주도하던 과거의 노동운동이 계 성, 투쟁성, 성에 

경도되었다면, 고는 심의회를 축으로 한 정책참여 활동에 안주하며 탈

계 성, 비투쟁성, 상층 간부 심성, 정규직 심의 운동을 체질화했다. 

앞에서도 언 했지만, 일본에서 노동․복지정책은 기본 으로 후생노

동성의 여러 심의회에서 노조 표, 사용자 표, 공익 표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심의회에 참여한 고는 탈규제  노동 련 법안

과 연  개 에서 정규직의 고용과 수 권 보호에 했으며, 비정규직

의 이익을 옹호하기 한 실질 인 투쟁을 조직하는 데에 주 했다.76) 

1998년의 노동기 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에 수정압력을 가하기 해 

고가 개최한 항의집회 참석자가 6,000~7,000명이었는데, 이것이 고 

결성 이래 최  규모의 집회라고 할 만큼 고의 투쟁 조직력은 

라하기 그지 없다. 투쟁을 시하는 좌  노조로, 공산당계의 젠로

(‘ 국노동조합총연합’의 약칭)과 사민당계의 젠로쿄(‘ 국노동조합연

락 의회’의 약칭)가 있지만77), 좌  노조들은 정부 심의회, 연구회, 고

용 략 화 등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완 히 배제되어 있다. 1990년

의 노동기 법, 노동자 견법, 트타임노동자법 개정등 노동 안에서 

고와 다른 노조들과의 정책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75) 한편, 2010년 재 주 3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조직률은 5.6%(약 70만 명)에 불과

하다. 노조 조직 황에 한 자료는 厚生労働省(2011b)을 참고. 
76) 심의회에 참여한 노사정이 비정규직 등 약자의 이익보다 기득권의 보호를 우선시했다는 

에서 윤지환은 일본 노동시장의 불평등 원인을 ‘보수  코포라티즘’(conservative 
corporatism)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Yun 2010).

77) 2011년 기 으로 젠로  조합원은 86만 명, 젠로쿄 조합원은 13만 명이다(厚生労働省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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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고와 다른 노조 정상조직들과의 공동투쟁은 단 한 번도 조

직되지 않았다.78) 

일본의 노동운동이 보다 극 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

작한 것은 2000년  반 무렵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노동시장에 

한 재규제와 비정규직을 한 사회보험의 확  등 정부의 정책 환이 

있었고, 복지 지출도 증가하게 된다. 1960년  이래 사용자의 사회보험 

기여는 피보험자 기여에 비해 항상 더 컸다. 그러나 2003년을 기 으로 

이 계는 역 된다(〈그림 3〉참조). 피보험자의 기여가 사용자의 기여

를 웃돌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 재원에서 사용자와 정부의 계가 역

된 것 역시 2003년이다. 정부의 지출 비 이 사용자 기여분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2003년부터 기업 부담이 어든 

신 정부와 노동자, 자 업자 등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완해 왔다고 해

석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외 으로 피보험자, 사용자, 정부 부담이 

모두 었다. 그 이유는 이 해 자산수입과 기타 수입이 총 28.1%로 특

별히 높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은 자산수입과 기타 수입이 감소한 

탓에 부득이하게 정부 지출을 늘어났던 2000~2002년과는 달리, 2000년

 반 이후에는 다른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담이 증

가했다는 사실이다. 그 다면, 2000년  반 이후 비정규직에 한 사

회  포섭이 추진되고 공  복지 지출도 증가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

을까? 그것은 아래로부터 신자유주의에 항하는 새로운 운동이 조

직되고, 그러한 힘이 정당정치의 변화로 이어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78) 龍井 葉二( 고 종합인권․남녀평등국장) 인터뷰(2007. 7. 10), 井筒 百子(젠로  총합노

동정책국장) 인터뷰(2007. 7. 17)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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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일본의 사회보험 재원 추이(1960~2009년)

피보험자

사용자

정부 부담

자산수입

기타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 20% 40% 60% 80% 100%

26.2 41.7 24.7 4.9

27 30.4 32.4 6.3

28.5 31.2 30 8.8

26.4 30.4 33.1 8.7

26.5 29.1 32.9 9.7

27.1 29.7 28.4 12.8

27.9 31.7 24.4 12.6

28.7 31.5 24.4 11.5

29.6 31.4 27.8 7.2

30.4 31.7 29.4 4.8

31.1 32.2 30.2 1.8

26.1 26 26.3 14.5

27.9 26.6 29 7.1

24.1 22.5 25.3 16.1

28 25.9 29.1 8.4

29.5 27.1 30.9 2

29.7 26.9 32.2 10.5

24.3 21.4 32.2 12

10.4

10.4

 12

 9.4

   7

 8.7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1), pp. 30-31에 근거.

 

2006년부터 돌연 매스컴에서 취학지원 가정, 건강보험 체납으로 보험

증을 빼앗긴 무보험 세 , 워킹푸어, 넷카페 난민 등의 사회문제를 집  

보도하 다. 고이즈미 구조개 의 모순이 수면 로 표출되자 유권자들

의 지지는 서서히 자민·공명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 

신에 민주당에 한 기 감이 고조되었다(渡辺 2009, 41-43). 고와 

민주당의 정치  교류와 연 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 흐름을 타고 2005

년 의원선거에서 참패했던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79) 이와 동시에 고이즈미 구조개 에 반 하는 새로운 운

79)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새로 선출하는 121개 의석  60석을 차지하여 선거 

공시  81석에서 109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반면 자민당은 37석을 얻는 데 그쳐 공시 

 110석에서 83석으로 의석이 었다. 공명당도 공시  23석에서 20석으로 었다.



244∙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동이 고양되었다. 이를 가장 상징 으로 보여  것이 해넘이 견 운동

(年越し派遣村の運動)80)과 2008년 12월 4일의 견법 개정 요구 집회

이다. 와타나베(渡辺 2009)에 의하면,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갖는다. 첫째, 비정규직과 빈곤층이 공유하는 복합 인 문제, 특히 고

용과 사회보험이라는 두 가지 유사한 성격에 응하여 노동운동과 반빈

곤이라는 시민운동의 연 를 만들어냈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이 생겼났다. 정규직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존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수도권 청년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한 개인 가맹 노조운

동이 탄생했다. 이들은 자극과 문제제기를 받으며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

동자 권리를 한 투쟁을 확산시켰다. 셋째, 반빈곤 투쟁만이 아니라 구

조개 의 반복 인 공세에 항하여 사회보장의 각 역에서 일어난 투

쟁이 확 되어 법률과 제도를 바꾸기 한 정치활동이 개되었다. 장애

인 자립지원법 반 와 폐지 요구, 견법 개정운동, 나아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반 운동이 그것이다. 

놀라운 것은 고, 젠로 , 젠로쿄가 여러 문가집단, 시민단체와 연

하여 새로운 운동을 이끌어냈다는 이다. 요컨 , 2000년  반 

이후 정규직 심의 실리주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연 방식

을 통해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일정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극받은 주요 정당의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 친화  노동

시장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조 씩 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80)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5일까지 5박 6일간, 동경 히비야공원에서 개된 이 

운동은 ‘ 견노동자의 해고와 기숙사 퇴거 = 홈리스(Homeless)’인 상황에서 극한의 추  

속에 동사할지도 모르는 노숙 노동자 500명을 시민운동과 노동조합이 나서서 지켜낸 것

을 말한다. 2008년 1월 5일 이후 후생노동성과 동경도가 히 비한 시설로 민을 이

시킴으로써 이 운동은 일단 종료 다. 5박 6일 동안, 자원 사자 1,692명, 모 된 

만 2,315만 엔(우편 체·은행 송 은 미집계), 다량의 식료품과 물품 지원 등이 있었다

(江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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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후 부신 경제성장, 고용안정, 소득평등을 자랑하던 일본은 이제 

만성 인 불황, 고용 불안정, 높은 수 의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지난 

20~30년간 신자유주의 개 의 결과이다. 일본은 유연하고 분 화된 노

동시장을 확산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한 안 망을 구비하지 

않은 채 복지 축소 략을 취하 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폭 수

용한 결과, 후 일본이 갖고 있던 조정시장경제  특징들은 폭 약화

되었고, 노동시장의 분 화와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민주당 집권을 후하여 일본 정부는 이에 한 안으로 노동시장의 

재규제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사회안 망 속으로 포섭하기 한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2000년  반 이후 비정규직, 빈곤, 

격차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이 이슈를 

심으로 새로운 운동을 조직한 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래로

부터의 운동에 의한 정치  압박은 특히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정

책 기조를 보다 사민주의 인 방향으로 환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선거에 이어 2009년 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모토 하에 생활정치의 옹호자로 당의 정체성을 확립

했고, 자민당에 한 범 한 항투표를 흡수할 수 있었다.81) 이로써 

자민당 일당지배체제가 54년만에 막을 내렸지만, 정권교체의 효과는 아

직 미미하며, 미래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2011년 동일본 지진과 방사

능 유출, 유럽발 세계 융 기는 재정난의 가 과 민주당의 정치  리

더십의 약화를 더욱 진하고 있다. 

2010년 참의원선거 매니페스토에서는 생활정치가 후퇴하고 강한 경

81) 2009년 의원 선거에서는 총 480석 의석  308석을 획득하는 승을 거두었다. 이 선

거에서 자민당은 11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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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내세운 소  ‘제3의 길’노선이 등장한다

(이지  2011).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에 의해 제

기된 ‘제3의 길’은 서구와 같이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의 도를 지향하자

는 것이 아니라, 치경제의 폐단과 시장만능주의의 병폐를 함께 해소하

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82) 그러나 그 안으로 민주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 경제성장, 재정균형의 동시 달성은 보수  재정운 을 

강조하는 정치  분 기 속에서 벌써부터 사회보장의 희생을 고하고 

있다. 견법  단시간노동자에 한 사회보험 확  용방안의 후퇴 

등은 어쩌면 그 조일지 모른다.

일본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속한 노동시장 유

연화정책이 단기 으로는 개별 기업의 비용 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

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 으로는 사회 체에 보다 많은 험과 비용을 

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사회  배제에 응하기 

한 사후  조처는 그 효과가 불확실할뿐더러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

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그것이 설사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 에서 제한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극 인 사회안 망 시스템의 확보와 나란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경험은 복지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 다. 제도의 경로의

존성은 복지 계층화와 범 한 사각지 의 형성이 오랜 역사  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기여와 수 권을 철 히 연계시키는 사회보험 심의 

82) 일본  제1의 길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의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상징되는 공공투

자 성장정책이다. 덕분에 70년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수요계측 없는 무분별한 자 투여

가 심각한 재정 자를 낳았다. 한편 고이즈미 이치로는 이에 반발(정부 비효율=일본병)
해 신자유주의 인 구조개 에 나섰지만, 역시 고용불안⋅격차심화등의 부작용에 직면했

다. 이 둘의 합 인 제3의 길은 ‘최소 불행사회’를 지향한다. 정부가 세 을 많이 거둬

도 제 로 투자하면 고용⋅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때 투자 역

은 노인의료, 노인복지서비스, 기 연  등 복지분야로 재원은 소비⋅소득세 인상 등 세

제개편으로 확보된다( 수 20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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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내재  특성과 연 되어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기여능력

을 획기 으로 제고하거나 기여와 수 권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 인 

정책 처방이 없다면, 복지 양극화의 해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능성은 노동운동과 정치의 역동성

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복지제도는 보수주의 복지체제, 혹은 보수주

의와 자유주의의 혼합체제 속에서 확 와 축소를 경험했고, 2000년  

반 이후에는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를 복지제도 내에 포섭하려는 

새로운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운동의 성격  권력

행사 방식, 그리고 정당체제의 사회  반응성과 한 연 이 있다. 일

본의 경험은 노동운동이 정규직 조합원을 한 배타  이익을 옹호하기

보다 사회연 략을 추구하고, 이것이 친복지정당의 선거 경쟁력으로 

뒷받침될 때, 공  복지의 포  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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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과 결론

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노동시장유연성과 복지시스템 그리고 그 성

공조건을 도출하기 한 공통내용의 정리는 다음의 5가지 항목에 따라 

이루어진다.

1. 각국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 2. 각국의 노동시장유연성에 한 복

지 심의 처형태, 3. 극  노동시장정책, 4. 각국 응의 성공과 

실패를 단 할 단지표와 이에 근거한 단, 5. 각국 성공과 실패의 

요한 메커니즘 

각국의 특징이나 자료에 따라 미비한 이 있는 경우가 많아 통일

이지 않고 결여된 경우도 있어 불완 한 형태의 정리가 되었다. 이는 차

후의 연구에서 보완될 이라 생각된다.

1. 각국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

  가. 덴마크

덴마크 모델은 이른바 “황 삼각형”(golden triangle)으로 불리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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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 즉 유연한 노동시장, 한 실업보험, 그리고 극 인 활성

화정책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삼각형의 그림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복

지, 그리고 극  노동시장 로그램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한 실업 여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개의 화

살표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매년 실업의 향을 받지만 동시에 짧은 기

간의 실업 후, 곧 일자리로 복귀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

취업으로 곧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  노동시장 로그램의 지원

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노리게 된다.

덴마크에서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한 규제가 매우 

약하다. 비단 채용과 해고에 한 규제 뿐만 아니라 최 임 , 근로시간, 

유 휴가 등에 한 규제도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개별 

해고에 한 규제는 매우 유연하다. 부당해고를 지하는 일반  법률은 

없으며 원칙 으로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권리를 가진다. 즉 고용계약의 종료에 한 권리는 사용자의 경 권  

업무지시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덴마크 노동법의 일반  기본원리로 간주

되고 있다(Hasselbalch and Jacobsen, 1999). 덴마크에서 이처럼 노동

시장에 한 규제가 약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통의 산물이라는 에 유의해야 한다. 100 여년 인 1899년

에 이미 노사는 9월 합의(September Compromise)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신 고용주의 채용과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 다.

덴마크에서의 해고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상  언 이며, 이를 미국의 임의해고제

(employment-at-will)와 혼동하는 것은 오해이다. 채용과 해고가 완 히 

자유로운 미국과는 달리 덴마크에서는 해고에 한 상당한 규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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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른 노동조건에 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Hasselbalch 

and Jacobsen, 1999). 

첫째, 입법에 의한 규제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6). 덴마

크에서 노동시장에 한 규제는 주로 산별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 간의 

산별 단체 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한 다양한 입법이 존재한다. 이 경우 입법이 단체 약의 효력에 우선하

게 된다.  먼  해고에 한 일반  규제로서는 임신, 출산, 동일노동 동

일처우(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  의견, 성  취향, 연령, 장애, 

국 , 사회 , 민족  출신), 결사의 자유, 의무  군복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원칙 으로 지되어 있다. 다음으로 여러 특별법에 의한 해

당 분야의 해고규제가 있다. 즉 ▲공무원법 ▲ 피용자법 ▲농업  

가사분야 고용 계법 ▲상선법 ▲각종 습법  례법 등이 그것이다.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제한의 내용은 주로 해고 고기간, 해

고수당, 해고 차, 부당해고 등에 한 것이다.

둘째, 단체 약에 의한 규제가 있다. 법률에 의해 해고규제가 이루어

지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와는 달리 정규직 블루칼라 노동자의 경우 별도

의 법률이 없이 단체 약으로 해고규제가 이루어진다. 즉 산별 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에 의해 체결된 산업 체/부문별 단체 약에 의해 일정

한 해고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컨  ▲노조활동 방해를 목 으로 한 

해고 ▲단체 약의 규정을 회피하기 한 해고 ▲질병이나 휴가와 련

된 해고 ▲노조 간부에 한 해고 등은 부당해고로 규정된다. 일반  해

고의 경우에도 화이트칼라와 마찬가지로 해고 고기간  해고수당 등에 

한 규제가 있다. 체 블루칼라 노동자의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

고 있고 거의 부분의 노동자가 단체 약의 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하면 덴마크에서 해고규제의 주된 수단은 주로 단체 약에 의한 

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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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럽연합(EU) 지령에 의한 규제가 있다. 유럽연합은 체 회원

국에 공통으로 용되는 일련의 해고 련 지령들(directives)을 발표하고 

있다. 회원국은 이를 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지령에 따라 국내법을 입

법하거나 혹은 지령 자체가 국내법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다. 

컨  ▲ 트타임 노동자 지령 ▲기간제 노동자 지령 ▲ 견노동자 지

령 ▲노동시간에 한 지령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련법률  단체 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해고규제의 내

용을 살펴보면 그 부분은 해고 고기간에 한 규제이다.

개별해고가 아닌 경 상의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경제 , 기술 , 구조 , 혹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해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해고의 경우와 마

찬가지의 해고 고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다. 만약 고기간을 지키지 않

을 경우 해고자에 한 경제  보상을 해야 한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비정규근로 련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러나 재는 새로운 EU 지령에 따라 기간제, 트타임, 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계약에 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들 비정규직에 

한 규제는 부분 정규직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단체 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견에 한 일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견회사는 

자유로이 업을 할 수 있으며 견노동자에 한 특별한 규제법도 없다. 

신 다른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단체 약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로 단체 약에 의해 견노동을 규제해 왔던 덴마크

의 통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2008년 11월 유럽연합이 “ 견노동에 한 지령”을 공포하 는데 그 

내용은 견노동자에 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역시 이 지령을 국내법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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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행해야 하며 나아가 약 용을 받지 않는 견노동자들을 

한 추가 인 입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Bredgaard et al. 2009).

덴마크에서 기간제 노동의 비 은 2007년 재 체 노동자의 9% 

정도로서 비교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는 기간

제 노동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덴마크에서는 이 비 이 1996

년의 11%로부터 2007년 9%로 오히려 었는데 이것은 역시 정규직에 

한 해고의 용이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Bredgaard et al., 2009).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 을 받고 있지만 그 격차는 6-7%에 불과해서 한국에서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Eriksson and Jensen, 2003).

덴마크에서 기간제 노동은 법률과 단체 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해

고 고기간 만 제외하면 기간제 노동자는 일반 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 약(블루칼라 노동의 경우), 혹은 동일한 법률(화이트칼라 노동의 

경우)을 용받고 있으며 따라서 유 휴가, 근속우 , 유 병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2003년 이후 모든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제 계약에 한 법률"의 

용을 받게 되었다. 이 법률은 1999년 채택된 유럽연합의 “기간제 노동

에 한 지령”83)에 근거한 것이다. 이 지령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서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가능성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한 것이다.

83) EU(1999),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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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덜란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제도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은 처음부터 그 게 기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

에 성취된 것은 아니다. 종종 제도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독립 으

로 나타났고 지속 인 실험과 개선, 조정과정을 거쳐 발 해 왔다. 네덜

란드도 처음부터 유연성과 안정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반까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는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en 1990)이 유럽 륙 복지국가의 요한 특징으로 지

한 ‘'일하지 않는 복지'’(welfare without work)의 형  사례 다. 따

라서 1980년 의 정부정책은 안정화보다는 노동시장 탈규제와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이 맞추어졌다.

네덜란드의 반 인 고용보호 수 은 1999년을 기 으로 크게 약화

되었다. 정규직, 임시직 모두 고용보호 수 이 약화되었으나 임시직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정규직과 임

시직 간 고용보호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는 1999년 1월 1일에 

발효된 ‘유연안정성법’(Flexibility and Security Bill)의 발효 결과를 반

한다. 이 법은 경제가 호 되고 자 빛 연립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

루어진 시 에서 정부가 노동재단에 요청한 자문에 응하는 형태로 

1996년에 유연성과 안정성에 한 노사 약이 체결되고, 이에 기 하여 

제정되었다. 정규직에 한 해고 규제도 다소 완화했지만, 임시직을 

한 노동시장은 훨씬 더 자유화하 다. 가령 기간제 계약 노동자에 한 

해고 요건을 정한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여 3년 이하의 기간제 

계약에 해서는 통지 없이 해지가 가능한 근로계약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동시에 유연안정성법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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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노사의 이해 계를 조화시키고 나아가 노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  보호를 해, 유연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정규

직의 권리는 덜 보호하는 것으로 했다. 그 핵심은 단체 약을 통한 임시

견직의 권리 보호이다. 1996년에 노동재단(StAR: Stiching van de 

Arbeid, 1945년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연맹이 유연안정법 안에 

합의할 당시 이들은 임시직 노동자의 법  지 를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단체 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연안정법은 1999-2003, 2004-2009년 각 기간 동안 임시 견직들이 

견업체와 유기 혹은 무기계약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26주 이상의 

견근로계약 시 직업훈련과 연 에 한 권리를 갖도록 하 다. 한 

동일기업에서 26주 이상 근로시, 그 기업의 피용자들과 동일한 수 의 

임 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병가 인 임시직을 계약해지하고자 할 경

우, 사용자는 지역법원 사에게 재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요컨  정규 노동

계에 한 엄격한 보호 규정들을 완화함으로써 임시직 채용기업은 채

용  해고 비용을 약할 수 있는 신, 임 은 기업 내 다른 피용자들

보다 임시노동자에게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외부  수량  유연화

(external numerical flexibilisation)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집단의 안정

성 형태, 즉 임시 견직과 호출노동 등 비 형 노동자의 고용  고용가

능성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다. 

그 외에도 민법  사회보장법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지하고 있으며, 

1996년의 노동시간법(Wet Verbod Onderscheid Arbeidsduur, 

WVOA)과 2000년의 노동시간조정법(Wet Aanpassing Arbeidsduur, 

WAA)은 트타임 노동자만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에 한 차별도 

지하고 있다(Bekker & Wilthagen 2008, 10-11). 근로시간조정법은 

2001년 12월 1일 발효된 ‘일과 가정 양립법’의 일부로, 9년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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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산물이다. 그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노동자에게 기존 고용계약의 

조건을 일방 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의회에서 열

띤 공방 끝에 도입된 이 법은 민간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

자에게도 용된다. 노동시간조정법의 핵심은 노동자가 노동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상충되는 업무 는 부서간 이해 계가 없는 한, 기업은 이

러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안정성법은 노사정의 합의에 기 해 제정되었다. 2차  이후 

네덜란드의 사회  합의모델 혹은 폴더모델(Polder Model)84)의 핵심이 

되는 두 제도는 ‘노동재단’ ‘사회경제 의회’(Sociaal-Economische 

Raad: SER, 1950년 설립)이다.85) 노동재단은 노사의 양자 의기구로, 

정부 표가 참여하지 않는데 비해, 사회경제 의회는 노사  외부 문

가로 구성된 공익 표자 각 11명씩 총 33명으로 구성된 3자 의체이다. 

1970년 의 갈등  노사 계의 해소와 폴더모델의 복원을 알리는 바

세나르 약과 그 뒤를 이은 1993년 ‘신노선’(A New Course: Agenda 

for Collective Bargaining in 1994) 약에서 비정규직에 한 사회  

보호는 심 의제가 아니었다. 바세나르 약에서 노조는 보다 많은 일자

리 창출에 역 을 두는 가로 임 인상 억제와 단체 상 분권화를 수

용하 다. 한 기업 채산성 확보를 해 1960년  말에 도입된 ‘임

자동인상’ 방식의 폐기를 반 하던 종  주장을 철회하 다. 이에 해 

사용자측에서는 주당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한 기

84) '폴더(Polder)'란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뜻한다. 오늘날 네덜란드의 력  노사 계

를 지칭하는 폴더모델이란 용어는 바다의 에 맞서 해면보다 낮은 해안 간척지(폴더)
를 형성하기 해 네덜란드인들이 서로 동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85) 사회경제 의회는 동수의 노조, 사용자연합, 독립  외부 문가들로 구성된다. 노조와 사

용자는 각각 3개의 연맹에 의해 표된다. 그러나 주요 행 자는 최  노조인 FNV와 최

 사용자단체인 VNO-NCW이다.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외부 문가는 정부가 추천

한다. 이들 부분은 경제학과 법학 교수이며, 네덜란드 사회의 주요 이념을 표한다

(Slomp 2003, 326). 각 제도의 특징  역사에 해서는 Ruyssevelt and Visser(1991), 
Visser and Hemerijck(1997), Hemerijck(2003), Slomp(2003), Klaveren and 
Tijdens(20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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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반 를 철회하 다. 앙수 의 노사 합의로, 임 비용이 격히 

낮아졌고, 1986년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1993년 

‘신노선’ 약에서도 노조는 임 요구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를 수용하는 신, 사용자측은 산업별로 3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

고 분권화된 상에서 노조  직장평의회와의 약을 도모할 것을 약

속하 다. 한 노사 양측은 고용 창출과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트타임의 활용을 권장하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권고하 다. 이에 응

하여 정부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  지 를 향상

시킬 것을 약속한다. 바세나르 약과 신노선 약이 유연화와 기업의 노

동비용 감에 을 둔 소  ‘공 심의 코포라티즘’(supply-side 

corporatism)이라고 한다면,86) 유연안정성법의 발효를 시발 으로 해서 

이후 제정된 일련의 법안들은 유연성의 사회  수용을 제로, 안정성과

의 결합을 도모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 스웨덴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는 처음부터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진 경우

보다는 상용직 일제의 단축근무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부분이다.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 형태  가장 유율이 큰 것은 부분휴직(partial 

leave of absense)을 받아 단축 근로하는 것이다. 가장 형 인 시간에 

근로자들은 상용직 일제 근무를 하다가 육아기에 시간제 근로 요구권

을 행사하여 자발 으로 근무시간을 20~50% 가량 단축하여 일하고 있

는 여성 근로자들이다. 

이는 스웨덴에서 노동시장유연성가 다른 국가들과 상당히 다른 양상

86) 공 측면의 코포라티즘에 해서는 Traxler(1995), 정병기(200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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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0년 부터 일제에서 단시간근무로 변경하고, 

 다시 일제 근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구축한 덕분이

다. 즉 스웨덴의 근로시간법은 시간제근로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시간제와 기간제근로자에 한 차별 지법은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에 한 경제  보상  처우의 측면에서 일제, 상용직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직  차별뿐만 아니라 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고용주의 행동도 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유연화는 주된 상이 된 여성이 일

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가 직업안정성과 임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기에 가능하 다. 그 결과 스웨덴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

율이 상 으로 많으나 노동시장의 고용형태가 직업의 안정성과 임 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노동시장유연화를 달성한 것이다. 

한 노동시장유연화는 육아휴직기간동안 부모가 단시간 근로와 단시

간 휴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성공 으

로 안착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 다. 

  라. 독일

독일의 사회정책에서는 피고용자 보호를 요한 정책요소로 하고 있

다. 피고용자 보호는 자본주의 역사 기에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들(

를 들면 아동노동, 극도의 장시간 노동,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과 작업장 조건, 임 지불의 비규칙성, 이 아닌 

물임 의 지  그리고 무제한 인 해고의 가능성 등) 때문에 그 발 의 

필연성이 있었다.

피고용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이들은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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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법을 통하여 보호가 된다.

1. 노동시간보호

2. 작업장- 혹은 험보호

3. 임 보호

4. 노동 계의 보호

노동시간보호의 목 은 일차 으로 피고용자를 신체  정신  측면에

서의 과도한 무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용자의 건강에 

해한 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 인 활동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연간, 

주간, 그리고 일당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성의 신

장과 정치 , 문화 , 그리고 종교  활동에 참가하기 한 자유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장- 혹은 험보호의 주목 은 작업장시설과 생산방식으로 인한 

사고, 직업병, 그리고 신체  정신  부담을 통하여 발생하는 생명과 건

강에 한 험으로부터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임 보호의 목 은 임 이 시에 합당하게 지불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임 보호는 피고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발  못 하 다. 

이유는 임 보호가 동시에 노동계약보호의 상도 되는데 노동계약은 주

로 집단 노동권리를 통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노동 계 보호의 목 은 피고용자를 부당하고 단기 인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한 표 인 입법은 1951년 해고보호법의 

1969년 이다. 해고에 한 보호는 외  해고, 즉 민법 626조에 의

거한 요한 근거에 의한 무기한 해고에 해서는 용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노동분야와 련 문제가 되고 있던 분야는 먼  세계화의 

경쟁에서 유연한 응에 제한을 하고 있던 과도한 고용보호의 완화와 

다음으로 장기실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수 자로 남아있는 인력에 

한 취업 진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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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아젠다 2010’에 의한 고용보호 완화정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  2004년 1월 1일부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

를 신규 고용할 때는 해고보호조항 용 없이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도

록 하 다. 다음으로 신규창업의 경우 최장 4년간 임시직 근로자의 사용

을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리고 해고자 선정기 87)과 무 하게 회사에서 

필요한(지식, 능력, 인성 등 감안) 직원에 해서는 고용유지를 가능하도

록 하 다. 한 경 상 이유(단순, 비용 감 )에 의해 해고를 할 때는 

화의 차에 의해 고용종료를 가능하도록 하 으며, 이 때 근로자는 해고

구제 소송 제기 는 근속 1년당 반개월치 임 에 해당하는 보상   

선택이 가능하다.

 

  마. 영국

먼  임  유연성(wage flexibility)은 기업 성과나 개별 노동자의 성

과에 따라 변동  는 차별 으로 임 을 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

산성과 경기변동등에 따라 탄력 으로 임 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원희(1998), 이선신(2011)). 근로자에 한 임 지  형태   

성과 은 임 유연성의 의도를 직 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통

으로 이용되어왔다. 이와 함께 결정되는 방식 한 임 의 유연성에 큰 

향을 다. 국에서는 단체교섭에 용되는 노동자 수는 폭 감소된 

상태이며, 교섭의 분산화가 진행되어, 국  산업 차원의 교섭과 국

약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임 결정의 ‘집단에서 개인에게로의 이행’은 

임 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요한 요소이다(이원희, 1998). 근로자의 최

한도의 임 을 보장한 최 임 제도의 경우 1993년에는 최 임 제도

87) 해고자 선정기 은 사회  선택기 (social selection criteria)으로서 근속기간, 나이, 부
양의무  장해의 4가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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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가 되었던 임 심의회법이 폐지되었다가 1997년 총선에서 노동

당의 핵심공약으로 다시 등장한 후, 노동집권 후 1998년 련법이 제정

되었고 1999년 4월에 최 임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등 사회  정치  

환경변화에 따라 임 유연화와 련한 인식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해고 련 유연성이다. 국에서 유연성은 수량  유연성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수량  유연성은 외부 수량  유연성과 내부 

수량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 수량  유연성은 사용자가 

고용과 해고를 통해 고용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내부 수

량  유연성은 사용자가 개별 사업장내에서 고용량의 변화 없이 근로시

간의 양과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응할 수 있는 유

연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고 련 유연성은 외부 수량  유연성

에 해당하게 된다. 해고는 근로자에 의한 사유와 경 상 해고로 나 어 

볼 수 있다. 국은 노조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다 법 으로도 용

이하게 되어 있어 해고 련 유연성이 비교  높다고 할 수 있다. 고용권

법 제98조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에 의한 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

로자의 고용이 법 규정을 반함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가능하다. 여

기에서 근로자 개인에 의한 해고사유란 업무수행능력의 결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고용이 

법 규정에 반하는 경우란 근로수행에 필수 인 자격증, 허가증을 상실

함에 따른 해고 등을 말한다88). 고용보호입법(EPL)은 쉽게 고용하고 쉽

고 해고하는 유연성에 장애로 작용한다. 한 고용보호입법은 고용주로 

하여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들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래(내부자-

외부자 효과 래)할 수 있다. 국은 정규직 련 고용입법지수는 비교 

88) 김소 ․조용만․강 주(2004).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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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가장 낮은 수 이며, 임시직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단해고 

부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높은 고용입법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한 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시간제 근로의 보편화가 

지 않은 부문을 차지한다. 시간제 근로는 앞에서 설명한 수량  유연

성  내부 수량  유연성에 해당된다. 국은 유럽 국가 에서 상 으

로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 나라이다. 시간제 근로가 이차 소득원자들을 

한 일자리인 만큼 고용보호는 일제에 비해서 더 낮은 형태로 나타

났다. ‘90년  반까지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나 일제 근

로자가 부당한 해고 등으로 보호를 받기 한 연속근무기간이 2년이었

다면, 16시간미만 노동자는 5년 이었다. 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회보

험기여는 특정 근로시간 이하(1994년까지는 주당 16시간, 이후 8시간 

이후) 는 특정 주당 임 수  이하에서 면제되었다89). 국의 노동시

간 유연화 련법은 유럽연합의 규제 경향에 최소한으로 반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의 경우도 이러한 기 을 따르고 있지만, 유럽연합 지침의 

외규정을 이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

는 권리, 즉 근로자들로 하여  노동시간의 과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90). 이 게 장시간 노동 행이 남아있는 반면, 16시간 미만의 

단시간 시간제 노동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들의 유연노동시간

제도 활용은 매우 보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배규식 외, 2011). 

마지막으로 기능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을 살펴보면, 기능  

유연성은 내부 기능  유연성과 외부 기능  유연성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내부 기능  유연성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맞게 자유롭게 배

89) 우명숙(2011), 국 시간제 근로 : 기혼 여성의 일에서 보편  유연근로로의 변화?, 산업

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3.21-351
90) 배규식ㆍ이상민ㆍ권 지(2011),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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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거나 는 조직을 목표 달성에 는 리를 해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한다. 외부 기능  유연성은 노동에 한 수요와 공 의 

변화에 맞추어 임 을 조정하거나 외부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한다(Wilthagen, T, 2002) 과거에는 체로 국 노동시장은 기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 은 매우 제고된 것

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과 기능  유연성 련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

과에서도 국의 기능  유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 일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도움을 주었던 완 고용정책

과 종신고용제는 1990년  이후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략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수 일본 기업들이 여 히 해고를 구조조정의 

최후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불황 속에서 기능  유연화를 시하던 

과거의 구조조정 방식과는 달리 수량  유연화를 보다 손쉽게 선택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요구하는 재계를 지원하기 

해 1990년  이후 노동계약법제, 해고법제, 노동시간법제 등을 새롭게 

정비하 다. 유연화정책이 미친 가장 요한 결과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속한 증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이다. 

1990년 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공 측면의 경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

의  세계화와 경제 기를 배경으로 탈규제  노동시장 개 이 으

로 추진되었다. 그로 인해 트타임노동자와 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격히 증가했고, 종신고용제는 기업 남성 정규직의 유물이 되었다. 

연공임 제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로 빠르게 체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외부환경에 신속하게 응하며 비용을 감하려는 기업의 이해를 일본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으로 뒷받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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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일본경 자단체연맹(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신시 의 일

본  경 , 도 방향과 구체  정책’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공표했다. 그 

내용은 노동자를 장기축 능력활용형 그룹, 고도 문능력활용형 그룹, 고

용유연형 그룹으로 분류하고, 노동력의 유동 ․탄력  활용을 목표로 

총인건비를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서는 장기축 능력활용형 이외

에는 부 유기(有期) 고용계약, 無승 , 無퇴직 , 無기업연 으로 하고, 

이러한 고용 략을 실행하기 해서는 탄력 인 노동력의 조달을 가능  

하는 노동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日本経営 団体連盟 

1995). 재계의 이 주장은 일본  고용 행, 즉 종신고용과 연공 임 으

로부터의 결별선언이라 할 수 있다(伊藤 1998, 86). 이에 호응하여 일본 

정부는 2002년 3월에 ‘규제개  추진 3개년 계획’의 개정을 각의(閣議) 

결정했고, 노동․고용의 기본방침으로 “취업에서 정년퇴직까지 한 기업

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 가

는 체제로 이행해 가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한 규제를 완

화하는 개 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内閣府 2002). 그러나 이미 그 이

부터 고용 유연화 략은 착실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일본에서 임원을 제외한 임 노동자  정

규직은 79.8%(3,488만 명)에서 65.7%(3,355만 명)로 감소하 으나, 비

정규직은 20.2%(881만 명)에서 34.3%(1,755만 명)로 폭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는 략 1990년  반 이후 가 래졌는데, 이는 주로 견․

계약․ 탁 노동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1999년도에 201만 명이었던 

견․계약․ 탁 노동자들은 2004년도에 46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

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1999년과 2003년에 개정된 노동자

견법과 1998년과 2003년에 개정된 유기노동계약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노동자 견법은 1986년 제정 당시 견 상 업종을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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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기술을 요하는 16개 업무에 한정하 으나 1996년 개정 시 10개의 

견업종을 추가하 고, 1999년 개정에서는 특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 다. 2003년에 개정된 노동자 견법

은 견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 으며, 제조업으로까지 그 

범 를 확 하 다. 한 1998년 노동기 법 개정시 무기계약 노동자의 

고용을 체하여 유기계약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실화하는 한편, 고용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유기계약 노

동의 상한을 1년으로 하되, 문기술직과 60세 이상 노동자와 노동계약

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외조항을 두

었다. 2003년 노동기 법 개정에서는 유기고용 기한의 상한을 기존의 1

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 고, 문기술직과 60세 이상 노동자에 해서

는 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 다(夏住編 2003). 2004년부터 

제조업 부문에의 견을 허용하며 1년의 기간제한을 두고, 2007년부터

는 이를 3년으로 연장(휴지기 3개월)하 다. 격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

책을 추구한 결과, 엄격한 고용보호의 명사 던 일본은 2008년 재 

미국, 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엥 로색슨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 국가  가장 고용보호 지수가 낮은 국가가 되었다(Venn  

2009).

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표 인 비정규직 형태는 

트타임 노동이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트타임노동자(1,192만 명)가 

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 으로 평균 23.3%이며, 

체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에 달한다(總務省

統計局 2012). 트타임노동자의 약 80%(933만 명)는 여성이다. 같은 

시기, 남성 노동자  비정규직은 18.9%에 불과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53.5%가 비정규직이라는 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일본 노동시장의 

요한 특징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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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노동시장유연성에 대한 복지중심의 대처 형태

  가. 덴마크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요한 축은 

실업보험제도이다. 한 실업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안심

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실업에 

한 보상제도는 ▲실업보험기  가입자에 한 소득보장인 실업 여와 ▲

실업 여 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한 소득보장인 부조  사회

복귀훈련 여가 있다. 

<실업보험 여>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는 임의가입제도로서 각자가 자유로이 가입여부

를 결정할 수 있지만 체 노동력의 83%, 체 임 노동자의 약 90%

가 실업보험기 에 가입되어 있어 보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실업

여 수 을 해서는 실업보험기 (A-kasse)에 가입하고 기여 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실업보험기 은 주로 직능별로 조직되며 직능별 노동조합

의 표자에 의해 운 되는 임의의 인가법인이다. 2008년 시 에서 총 

29개의 인가된 실업보험기 이 있는데 그 가운데 6개는 특정직종 노동

자기 이며, 12개는 특정직종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 자에게도 가입자

격을 주는 기 이고, 3개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가입을 

허락하는 직종간 기 이며, 8개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와 자

자에게 가입을 허락하는 직종간 기 이다(Arbejdsdirektoratet, 2008). 

덴마크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입  실업보험기 에의 가입이 임의이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보험기  가입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단 실업보험기  가입은 노동조합원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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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가입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의해 실업보험이 운 되는 이른바 겐트(Ghent) 제

도91)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으로서 19세기 

후반 노동조합이 자발 으로 조합원들을 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한 데

서 연유하고 있다. 1970년 실업보험수정법에 의해 이는 국가의 재정지

원을 받는 공 인 사회보험의 일부로 환되었으나 그 운 은 여 히 

노조가 맡는 임의보험형태로 되어 있다 (Clasen and Viebrock, 2008; 

Lind, 2007). 단 기에 노조에 의해 직  운 되던 것과는 달리 재 

실업보험기 은 형식 으로는 노조와는 독립 인 조직이며 실업보험기

의 한계증가액은 액 정부의 재정자 으로 지원되는 신, 기  운 에 

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2001년 집권한 자유-보수당 정부는 실업보험기 을 노조로부터 독립

시키는 동시에 모든 산업, 직종을 망라한 통합을 추진하 다. 그러나 노

조와 실업보험기 들의 반 로 이는 실패하 다. 신 2002년의 실업보

험법 개정에 의해 산업, 직종을 불문하고 가입자를 받는 통합기 을 허

용함으로써 그 수가 증 되고 있는 상황이다(EIRO, 2002). 이것이 실제

로 실업보험제도에 한 노조의 향력 약화  노조 조직력 약화로 곧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향 자체는 확실한데 즉 노조가 통제

하는 기 의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신 통합기  가입자의 수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Lind, 2007). 

먼  실업보험기 에의 가입조건으로서는  덴마크 거주의 18~65세인 

91) 겐트 제도는 정부나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사회복지지출, 특히 실업 여의 주된 책

임을 맡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벨기에의 도시 겐트(Ghent)를 

따서 겐트 제도라고 부른다. 겐트 제도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주로 북

유럽 국가들에서 지배 인 실업보험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부분의 경우 실업보험기 의 

운 은 노동조합이 맡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보조 을 지 하는 방식으로 운 된

다. 겐트 제도 하에서는 실업 여를 수 하기 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노

조 조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Ghent system," Wikipedia 인터넷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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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당해 기 이 상으로 하는 직업 역에서 기 에의 1년간 

가입기간에 더하여 과거 3년간에 풀타임이라면 1,924 시간(52주) 이상, 

트타임이라면 1,258시간(34주) 이상의 취업실 이 있을 것을 조건으

로 하고 있다. 단 교육기간이 18개월 이상의 문교육(기 이 상으로 

하는 분야 혹은 직업에 연계된 문교육)을 수료하고 교육기  수료 2

주간 까지 기 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자격이 있다. 

실업 여 지원기간은 과거에는 최  7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차

츰 단축되어 재는 최 지원기간이 4년이며 그 가운데 순수한 실업 여 

지 기간이 1년, 활성화 기간(activation period: 의무 으로 극  노동

시장정책인 직업훈련 혹은 시험취업 등에 참여하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단 25세 미만 청년실업자에 해서는 실업 여 수 기간은 6개월이

며 활성화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이러한 이 수 기간제도는 높은 실업

여수 으로 인한 근로동기 약화를 방지하기 하여 도입된 것이다. 

실업 여액은 실업 직  12주간의 평균소득으로부터 노동시장세(8%)를 

공제한 후의 액의 90%를 최고한도로 하고 있다. 단 최고한도액은 2008

년 재 1주당 3,515 크로네(풀타임)이다.92) 트타임은 풀타임의 2/3를 

최고한도액으로 하고 있다. 최고한도액은 임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다.

실업보험의 재정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 (보험료)과 국가의 

재정보조 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보다 훨씬 큰 수입부분이 조세로부터 

나오는 국가보조 인데 이는 일반조세와 노동시장세(모든 취업자의 총소

득의 8% 부과)로 충당된다. 

이처럼 모든 실업보험기 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불황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실업 여 지 액이 늘어나는 경우 그 

한계비용은 모두 국가가 조세로 지원하게 된다. 이때 한 가지 큰 우려는 

92) Work in Denmark, "Unemployment Benefits," 인터넷 웹사이트 

참조(http://www.workindenmark.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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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과연 노동시장기 으로 충분히 재정충당이 가능한

가의 문제이다(Woolsey, 2008).

<실업보험 미가입자에 한 사회복지지원>

덴마크에는 실업 여기간이 종료된 실업자들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업지원 (실업부조)은 없으며 이들에 한 지원은 소득층을 한 사

회보장 여에 통합되어 있다. 실업보험기 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여의 지원 상이다. 사회보장 여는 각 지자체 정

부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사회보장 여는 실업  장기 인 질병, 임신  출산, 이혼, 부양자

의 상실 등 상 불가능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수입을 상실하고 재산을 

가지지 못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여인데 실업 여와는 달리 수 자의 소득이나 자

산,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 되는 방식(means-test 방식)으로 

지 된다. 여액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정상 인 실업 여의 약 80% 

정도 수 이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약 60% 정도이다. 지원한도액은 

종  취업 시의 소득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실업 여와 

사회보장 여의 가장 큰 차이 은 means-test 여부이다. 더욱이 사회보

장 여는 수 자의 가족 상황에도 의존한다. 기간이 무한정이란 도 차

이 이다.

사회보장 여 역시 수  시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며 

취직이나 직업능력개발을 한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 자격을 상실

하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 여 수  의 25세 미만 청년실업자에 해

서는 사회보장 여 수 개시 시 으로부터 13주 이내에 무엇인가의 고

용 진 로젝트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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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덜란드

네덜란드 유연안정성의  다른 특징은 유연 노동과 사회보장권의 결

합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장권은 정규직 노동자와 거의 동등하다. '비

형 노동의 정상화'(normalising atypical work)로 묘사되는 이 근은 

단지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수 으로 많아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 차원에서도 이들이 정규직 못지않게 사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1980년  반부터 사회보험제도에서 근로시간, 임 수

을 기 으로 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었다. 1993년에는 모든 트타임 노

동자가 법  최 임 과 휴일에 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94년부터는 

기업연 제도 속으로 포 되었다. 96년에는 개정된 민법과 노동법에 의

해 일제와 트타임 노동자의 균등 우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단체

약으로 보장되는 임  수 , 상여 , 기업연 , 기업복지, 교육훈련 등에

서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재, 네덜란드는 자유주의 국가들만큼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

고 있지만, GDP 비 공  사회지출은 국을 제외한 부분의 자유주

의 국가들보다 훨씬 하다. 그러나 사민주의 복지국가나 륙유럽 복

지국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놀라운 것은 네덜란드가 OECD 

국가  1980년 에 비해 2000년 에 들어와 GDP 비 공  사회지

출이 더 낮아진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1980년에 약 25% 수

이던 공  지출 비 은 2007년 재 20.1%로 낮아졌다. 지난 27년 동

안 건강보험과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사회지출 비 은 증가했지

만, 장애연 , 고령연 , 실업 여, 가족 여, 기타 사회정책 역의 지출 

비 은 오히려 감소했다. 가혹한 긴축재정과 복지 축소 개 의 결과인 

것이다. 

GDP 비 노동시장정책에 한 공공지출 비 은 스페인, 벨기에,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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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보다는 작지만, 스웨덴과 독일보다는 더 높다. 그런데 2009년 재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세 나라 모두 네덜란드보다 실업률이 2~5배 높

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정책에 한 지출이 매

우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  실업기간별 소득 체율을 보여 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

는 체율은 장기 고용경력을 가진 40세 노동자를 기 으로, 실업  

세후 평균임 에 한 실업 여 비율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실업 여 수

은 실업 기인 1, 2년까지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높지만, 3년째

부터 락한다. 실업 기에 네덜란드의 한 실업 여정책이 집 되

는 이유는 강력한 활성화조치(activation)를 결합하는 형태로 노동이동을 

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재정 건 화는 1980년  , 루버스(Ruud F. M. 

Lubbers) 수상이 이끈 기민-자민(CDA-VVD) 보수연립정부 하에서부터 

시작된 긴축재정과 신자유주의 복지개 에 의해 가능했다. 정부의 세출

산 삭감문제를 놓고 기민-노동당간 립으로 연립정부가 붕괴하고 

1982년 9월 총선으로 루버스 수상이 이끄는 기민-자민 보수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연립정부 발족 당시의 공약 로 루버스정권은 국가 재정의 

격한 재편과 사회보장 여의 축소에 매달렸다. 그 첫 번째 조치는 민

간부문 임 과 공공부문 임 , 그리고 이 지출(transfer payments)간 

자동연계 메커니즘의 단 과 임 억제 다. 최 임 과 사회 여를 계약

임 의 평균 변화에 연동하던 방식은 1982년과 90년 사이에 한 번도 

용되지 않았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34). 

그 다음으로, 루버스정권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보험의 

여자격의 강화, 여 수   기간의 단축, 그리고 보편  복지보다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공 측면의 경제에 부합하는 복지국가 축

소를 단행했다(Bekker 1999, 21-22). 그 결과 1985년부터 사회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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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되었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36). 이어서 1980년  

반부터는 실업보험 수  자격을 개인의 노동경력과 연계시키는 원리가 

도입하 고, 그것은 차 엄격해졌다. 활성화정책은 직 이고 명백하게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혹은 고용된 노동자의 실업을 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여자격에서 근로연계 기 의 도입  강화는 간 이

기는 하지만, 노동자에게 실업이 그리 매력 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

고, 이들에게 보다 강력한 구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 으로 했다

(Oorschot 2002). 1980년  말,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은 실업  12개

월 동안 최소한 26주의 근로경력을 요구했고(1987년 에는 실업  해

에 어도 130일 근무 충족), 여수 은 실업  임 의 70% 으며

(1987년 이 에는 80%), 수 기간은 노동경력과 연령에 따라 최소 6개

월, 최  5년(1987년 에는 최  2.5년)이었다. 2011년 재에는 수

자격을 단시간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했지만, 여기간

을 최소 3개월에서 최  38개월로 폭 축소함으로써 총 여액의 삭감

을 유도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련하여 의미 있는  다른 개 은 장애보험제도이다. 

네덜란드의 장애보험(WAO)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노동자가 질병보험

(Ziektewet: ZW) 여를 받은 이후에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것은 고용주에 의해서 여가 주어지는데 이  임 의 70% 

수 의 여를(단체 약에 의해서 100%까지 받을 수도 있으나 2년간 

170% 이상 받을 수는 없음) 보장하게끔 되어 있다. 이 여의 지 기간

이 지나면 노동자들은 장애보험법에 의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

어 있다. 다만, 이  노동능력의 15% 이상을 손실한 수 의 장애가 있

다고 정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 제도에 임 의 70% 수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질병보험․장애보험 수 자 수는 1980

년 에 꾸 히 증가하여, 1990년  반에는 115만 명에 달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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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당시 노동가능인구(16~65세)의 11%를 상회하는 규모이다(정

희정 2006). 1970년 의 실업에 한 인즈주의  근은 실업 감소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한 반면, 노동공 의 축소와 복지비용의 증 를 

래하 다. 조기은퇴를 앞둔 고령자나 잉여노동자들, 실업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것이 장애 여제도 다. 한 장애보험제도가 구조조

정 수단으로 혹은 조기은퇴제를 진하는 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Visser and Hemerijck 1997, 138; Bekker 1999). 1990년에 

루버스 수상이 ‘네덜란드병’을 언 하면서, 이 제도는 심각한 논의를 거

치지 않은 채 고비용제도로 정된다. 그 다음 해인 1991년에 장애인에 

한 개념 자체가 재정의되면서 장애연 의 최  수 기간이 축소되었

다. 여액도 낮아졌고 수 자 수도 축소되었다(Bekker 1999). 이후 장

애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운 , 집행, 감독에서 노사의 역할은 폭 

축소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보험제도 개 을 한 문 원회(Donner 

Commission)가 설립되는 등 수차례의 개 이 이루어졌다. 문 원회

의 보고서는 장애 획득 이후 소득보장에서 장애 방 심으로의 이동

이 필요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기 단계에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에 참여할 수 능력을 키워주는 활성화정책의 필요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된 구체 인 정책 변화는 질병보

험의 여보장의 고용주 책임 기간의 증가(2004년 1월부터 고용주 책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와 장애보험제도의 이분화, 즉 2006년 1

월부터 WAO를 근로능력에 따른 근로소득법(WIA)으로 체한 것이다. 

WAO에서 WIA로의 제도 개 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 정도에 따라 노

동자들을 다른 제도에 용시킨다는 이다. 즉, 이 에는 WAO에 용

되기 해서는 이  노동능력의 15% 이상의 상실이라는 조건만을 충족

시키면 여를 상당 기간 동안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일정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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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노동시장 참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정된 

노동자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인․장려하는 데 목표를 두

고 있다. 이를 해 노동능력을 완 히 상실한 자와 그 지 않은 자들을 

각기 다른 제도에 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노동능력의 80% 이상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완  장애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들을 한 소득보

호법(Inkomensvoorziening Volledig Arbeidsongeschikten: IVA)에 

용받게 되어 있고, 이외 노동능력을 상실하긴 하 으나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정된 자들은 노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의 재고용법( 

Werkhervatting Gedeeltelijk Arbeidsgeschikten: WGA)의 용을 받

는다.

요컨  1980년  이후 네덜란드의 복지 개 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 

고용경력, 장애정도, 근로능력 등에 따라 시민의 사회권에 한 근과 

여수   기간을 차별화하 고, 궁극 으로는 총 복지지출의 억제를 

지향해 왔다. 사회권의 축소가 재정 건 화와 교환되었던 것이다.  다

른 특징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이다. 고용보험의 수 자격은 구직을 

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보험 제도도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다. 스웨덴

스웨덴에서 복지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 , 강력한 노동운동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이드  모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이드 모델은 ‘일자리 보장’에서 ‘고용보장’으로의 환이 제기되는  

시 에서 본 연구의 핵심키워드인 유연안정성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노동시장유연성에 응한 사회보장제도는 실업보험과 실업

부조, 공공부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스웨덴은 실업에 처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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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이후의 생활을 해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안내해주는 것이 

궁극 인 목표이고, 부조는 이러한 과정에서 임시 인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일부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을 해 자발 으로 

조직하기 시작한 것을 정부가 여러 차계의 조사를 걸쳐 재정 지원하기

로 결정해서 수립된 제도이다. 여 히 스웨덴에서 실업보험은 자발 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노동조합에 한 재정지원 원칙에 근거하

여 실업보험기 에 재정을 지원한다. 실업보험은 일반 인 기 보험과 

소득 비 실업수당으로 구성되며, 둘 다 자산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업보험 가입기간과 극 인 구직활동, 개별행동계획 작성 등의 기본

요건과 근로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에 해서는 극 인 구직 알선을 

조건으로 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보조는 일반 실업자가 국 고

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이후 고용센터가 권유하는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

여할 때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조이다. 실업자가 실업보험에 가입

한 경우에는 실업보험기 이,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

보험국에서 지 한다. 개발부조는 18~25세 청년 실업자가 국 고용센터

에 구직 등록한 이후 국 고용센터가 권유하는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여

한 실업보험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부조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공공부조를 통해서 극빈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성인 수 자 39%가 18~29세 청년층인데 이는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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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독일

Hartz Ⅳ 개 안에 따른 개 조치들이 있는데 첫째로 구직활동 구

와 재정안정을 목 으로 하는 실업 여 축소가 있다. 이에 의하면 실업

여 지 기간을 55세 미만은 12개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축소하며, 

시행은 충격을 완화하기 해 2006년까지 유 하여 시행한다.93) 한 

장기실업자에 해서는 구직활동에 더 극 으로 나서도록 사회부조 수

의 실업부조(월 350 유로 수 )를 지 하는 동시에 이들의 취업선택

권(turn down job offers)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 다. 

둘째로 근로능력자의 구직활동 구를 목 으로 실업 여Ⅱ가 시행되

었다. 2005. 1.1부터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 자를 실업자로 새로 등록하도록 하 으며, 이들이 실업

여Ⅱ를 감액 없이 수 하기 해서는 고용사무소에 실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구직노력을 행하도록 의무화하 다.

  마. 영국

사회보장 시스템은 유연안정성과 련하여 요한 도구로서,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덴마크의 경우 높은 수 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한 

실업 여로 보충하 기 때문에 황 삼각형 형태의 유연안정성모델이 성

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은 이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한국국제

노동제단, 2007). 

일반 으로 실업 여는 실직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93) 그 이 에는 최장 32개월이 가능하 으며, 실업이  7년간 최소 64개월 보험 가입자 

상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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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 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보다 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 ㆍ물질  여유를 제공해 으로써 실업 감소와 경

제의 생산성 증 라는 정  기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조 모 외, 

2011).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효율성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 

취업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경기  회사의 경 상황에 따라 해고  실

업상태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의 경우 최 한도의 보장  

복지 여 의존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진 시행되어 왔다. 

국민보험 내에 기반한 실업 여는 표 으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며, 20세기 반부터 국의 표 인 고용정책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손병덕 외, 2012). 보수당 처정부부터의 실업 여 련 제도의 추이

를 살펴보면, 1979년 처의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기 까지는 실업

여의 확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축소의 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처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복지의존성을 축소시키기 한 여러 정책

들이 추진되었다. 실업 련 여의 삭감은 개개의 건으로는 큰 것이 아

니었짐나 진 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실업의 증으로 인

해 실업 여액의 총액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삭감조치들로 인해 실업

여의 소득 체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김 순 1997). 1990년  반 

메이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실업 여는 다양한 개 을 통해 축소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서 실업 여 성은 상당히 축소되게 되며, 

반면에 근로연계복지가 보다 명확하게 그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손병덕 

외 2012). 국의 표 인 실업 련 여인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은 실업 여에 해당하는 기여기 형 구직자수당과 실업부조

에 해당하는 소득기 형 구직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유

형의 구직자 수당은 자산조사 여부를 제외하고는 수 요건, 여수 , 

구직기간 동안의 의무 등이 거의 동일하다94)

뒤 이어 살펴보겠지만, 국 활성화 정책인 New Deal 정책은 구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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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조한다. 구직자수당(JSA)은 기여기 형(contribution-based) 구직

자수당과 소득기 형Income-based) 구직자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기여기

형은 최  6개월 지 , 소득기 형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무기한 지

한다. 실직자의 80%가 소득기 형을 수 하고 있다. 이후 실업 여 

련 정책은 뉴딜정책과 련이 깊다. 타깃그룹별 NewDeal 책 실시되

었고, 이  사업주가 주요한 정책 상이 되었다. 1999년에는 최 임 제 

도입으로 workfare 지지기반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는 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를 Working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아동세액공제)로 구분하여 근로유인을 강화시켰다. 마지막으로 

Welfare Reform Bill 발표(2011. 2)하 다. 개 안의 핵심은 리불능 

상태가 된 기존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간소화하여 Universal Credit로 통

일하는 것이다(장신철 외, 2011) 일종의 통합 여체계인 Universal 

Credit에는 국의 주요 수당  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직자수당

(JSA)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련 상자들은 이 시스템으로부터 직

간 인 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국의 구직자 수당은 반복수 이 많

기 때문에 항상 효과성에 한 공격을 받아왔고 이에 한 방안은로 모니터

링  부정수 에 한 처벌 강화가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과 

Universal Credit이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시간을 두고 찰되게 될 것이다. 

  바. 일본

-고용형태의 차이는 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상용직 일반노동자의 

소정내 임 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 은 63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소기업보다는 기업에서 더 크게 벌어

94) 김동헌(2010), 한국의 실업 여 성 :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 , 노동정책연구 제10
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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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소정내 임 만이 아니라 소정외 임 을 모두 합친 연 평균 임 총

액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기업 정규직의 연

간 임  총액이 100일 때, 비정규직은 그 1/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소정내 임  외에도 상여 과 기타 특별 여 등 기업의 재량  

힘이 강하게 미치는 소정외 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2007년 조사

에 따르면, 정규직은 거의 100%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 , 

상여  등 기업복지의 혜택도 부분 리고 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은 고용보험에 60%, 건강보험과 후생연 에는 정규직의 반에도 못 미

치는 49%, 47%가 각각 가입해 있다. 법 으로 강제되지 않는 일종의 

기업복지에 해당하는 기업연 , 퇴직 , 재형제도, 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에서는 더욱 압도 인 격차가 발생한다. 그나마 연수입이 130만엔 미

만인 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피부양 가족이거나 후생연 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인정받으면,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

보험과 국민연 3호의 용 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비정규직

의 실질 인 건강보험  공  연  가입률은 상보다는 훨씬 높을 것

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 체는 아니지만,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단시간 근로자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70~80% 수 인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  후생연  가입률은 총 72.1%인데,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는 경우(제2호 피보험자)가 39.2%, 배우자가 가입한 피용자 연 보험

의 피부양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제3호 피보험자)가 26.9%, 국민연

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제1호 피보험자)가 6.0%이다. 응답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총 80.4%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피

용자보험에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는 경우가 38.2%, 가족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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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용자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28.2%, 그 외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13.9% 다. 

연 수입 130만엔을 진입장벽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의 사회경제  

효과는  이 이다. 부정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이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방해하거나 노동시장의 활력을 하시킬 수 있다는 이

다. 한 자의 ․타의 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임  시장으로 유인하

는 효과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 덕에 상당수의 업주부

와 임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 제도 내로 포섭될 수 있는 정  효과

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 역할 고정과 임  차별을 제로 한 일본의 노

동시장·복지정책은 복지 재정에 부정  향을 미친다. 재 일본의 복

지재정 부담의 일차  원인은 속한 고령화이지만, 출산이 고령화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 가사와 육아 심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하여 

여성의 노동 기회를 크게 제약하는 조건 속에서 그 제한된 노동기회를 

추구하는 여성에게 가사일은 커다란 기회비용으로 인식된다. 결과 으로 

일본 여성들은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 사회  

효과는 복지재정 기로 되고 있는 것이다. 

1960~70년 의 일본은 OECD 국가  가장 빠른 사회지출 국가

으나, 1980년 부터 복지 축소를 한 개 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도 복지 재정 기와 맞물려 있다. 가령, 60세에서 65세로 연  수 연

령의 상향 조정(1981년), 연 과 의료보험의 기여율 인상, 노인 무상의

료제도는 폐지(1982년) 등이 그것이다. 당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는 

‘증세 없는 재정재건’을 내걸고 세출 삭감  합리화, 행정기구와 보조

 제도의 개편, 국철 등 공공부문의 민 화를 추진하 다. 긴축 산의 

기조 속에 사회 지출도 엄격히 억제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등 사

회경제  욕구에 일정하게 응해 나가면서도 재정 압박에 따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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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의 흐름은 기본 으로 2000년  반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과 

2004년에 단행된 두 차례의 연  개정은 연 재정의 안정화를 해 

여 수 을 이는 한편, 사회보장 재정부담을 이기 해 보험료 수

을 일정 수 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0년의 연 개

정은 기 연 과 후생연 의 여증액분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변경하

는데, 일반 으로 임 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을 고려한

다면 그러한 조치는 연 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2004년의 연  개 에서는 기여와 부의 균형을 도모하기 해, 보험

료 부담의 상한을 고정했고, 기 연 의 국고 부담을 1/2로 인상하 다. 

한, 임 과 물가의 변동, 평균수명의 신장, 출생률 등 인구변동과 같은 

사회경제  요인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연 액의 개정률을 자동 으

로 설정하여 여 수 을 탄력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부분의 선진국에서 공  연 은 확정 여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확정 여형 연 이 퇴직자들에게 안정된 연 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  개정안은 연  보험료를 고정함으로써 기존

의 확정 여형 연 을 확정기여형 연 의 형태에 가깝도록 환한 것이

다. 확정기여형 연 은 고용주와 일반시민의 사회보장 재정 부담을 일정 

수 에서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연  여 수 이 일정하게 고

정되어 있지 않아 노후소득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단 이 있다. 

이에 비해 재 민주당은 기 연 인 국민연 의 미납률 증에 따른 

공동화 상, 이에 따른 무연   연  문제, 재정 불안정 문제 등을 

들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연 제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해 행 기

연 (국민연 )과 소득비례연 (후생연 )을 소득비례연 과 최 보장

연 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하 다. 모든 국민들이 노후에 최소한 는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액 세 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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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연 제도 도입이 민주당 연 개 안의 핵심이다. 재 기 연 인 

국민연 의 경우 지출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새로 도

입될 최 보장연 에서는 소요 재원 100%를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에 단행된 의료보험 개정은 주로 본인부담의 증가를 통한 의

료보험의 재정 안정화,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조치

에 이 맞추어졌다. 2000년 개정에서는 노인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

을 증가시켰고, 2002년에는 직장 가입자  역 근로세 의 소득 이상

인 70세 이상의 본인 부담을 증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3년과 2004

년에는 환자의 선택권 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화 방안의 하

나로 병실  약제 사용, 진료, 병원 고 등에 한 규제를 완화하 다. 

1960~70년 가 복지 확 기라면, 80년 부터 고이즈미( 泉純一郞) 

집권기(2001년 4월∼2006년 9월)까지는 노동시장에 한 규제를 완화

하고 사회권을 약화시킨 시기 다. 특히 고이즈미 집권기에는 노동시장, 

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복지의 개 뿐만 아니라 정치개 에 이르기까

지 방 으로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것

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격차사회, 워킹푸어, 넷카페난민, 장청부, 

아사자, 아동학 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폭발했다.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의 종식과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이러한 사회경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복지 확 기에 ‘복지 우선’ 공약을 내세운 정당들이 

선거에서 좋은 성 을 거두었듯이(Calder 1988; 新川 1993; 우 희·이

진 2011), 시장 만능주의에 지친 유권자들은 2009년 의원 선거에서 

‘격차 해소’와 ‘복지 우선’을 면에 내세운 민주당을 폭 지지하 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후하여 격차 사회 완화를 해 일본에서 

시행 이거나 시행 정인 사회정책  응을 검토한다. 이는 크게 견

법 개정, 사회보험제도의 개 , 고용차별 시정제도, 사회  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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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네 역으로 구분된다. 이 네 역을 통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

은 노동시장  복지정책 역에서 비정규직에 한 사회  보호의 강

화라고 할 수 있다.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 덴마크

  

한 실업지원정책이 근로동기에 미치는 나쁜 향을 방지하기 

해 실업자가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의무 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활성화 정책” (activation 

policy= 극  노동시장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0년  들어 본격 으

로 시행되기 시작하 다. 즉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민당 집권 시

기에 덴마크 노동시장정책은 커다란 개 을 수행하 다. 그 주요 내용은 

실업자가 실업 여를 수 할 수 있는 최 기간  그 가운데 소극  기

간을 단축한 것이다. 1994년 이 까지만 해도 실업 여 수 기간은 사

실상 무한정이었다. 그러다가 1994년의 개 에 의해 실업 여 최 수

기간을 7년, 그 가운데 소극  기간을 4년(이 기간  12개월의 활성화

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었음)으로 정하 으며 1996년에는 

최 수 기간을 6년, 소극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 고, 청소년 실업자

의 경우 6개월로 단축하 다. 실업 여의 최 수 기간과 소극  기간은 

계속 단축되어 2001년에는 각각 4년, 1년으로 단축되었다.

2001년 총선에서 사민당 정부가 패배하고, 보수-자유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도우 정부가 들어섰다. 보수-자유당 정부는 2003년 새로운 노

동시장정책 개 을 단행하 다. 이 정책은 실업자의 취업 인센티 를 강

화하기 해 사회보장 여를 축소하고 활성화 정책 참가의무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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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내용이었다(Jørgensen, 2009). 도우  정부는 2007-2009년

에 걸쳐 다시 한번 활성화 정책의 폭 인 개 을 추진하 는데 그 주

요내용은 실업자 지원체제를 단일화하고 실업자 지원서비스정책의 의사

결정구조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한편, 시장화  경쟁요소를 도입하

는 것 등이었다(Lind, 2009).

실업자는 일단 실업기간이 3개월을 과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훈

련,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게 될지를 고용지원기  담당 (case 

worker)으로부터 카운슬링을 받은 후에 취로를 한 개별행동계획을 작

성하여야 한다. 이 행동계획 가운데는 개개인이 가진 노동 숙련  향후 

목표가 명확하게 밝 져야 한다. 이 행동계획은 고객의 요망 뿐만 아니

라 담당 과의 합의 하에 작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계획은 실 이

어야 한다. 만약 행동계획의 작성을 게을리 한 경우는 실업 여의 일부

가 정지된다 (Lindsay and Mailand, 2004).

실업 여 수 기간이 1년(청소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형

태로든 활성화 정책에의 참가가 의무화된다. 어떠한 형태의 활성화 정책

에 참가할 것인지는 실업자 본인과 담담  간의 상담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실업자가 공정한 활성화 로그램에의 참여를 거부한 경

우에는 실업 여의 권리를 일정 기간 상실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 히 실업 여 수 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활성화 기간에 로

그램에의 참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 여의 권리를 즉시 상실하게 된

다. 실업보험 미가입자도 마찬가지로 3주 내에 사회보장 여의 3분의 1

을 삭감당하게 된다. 

활성화 정책의 주요 로그램 내용을 보면 ▲임 보조를 받는 장직

업훈련 ▲임 보조를 받는 개별 인 직업훈련 ▲교육 ▲자원 사 등이 

있다(Lindsay and Mailand, 2004).

그런데 2007-9년에 걸친 도우 정부의 활성화 정책 개 에 의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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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수단의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LInd, 2009). 즉 

▲활성화 조치 내에 처벌요소가 강화되었으며 ▲과거에는 실업자에 해 

숙련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질  정책 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통

합정책을 지향하 으나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임 노동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취업”이 최우선 목표로 되었고 ▲과거에는 실업자의 개별 행동계

획 작성 시 가장 리 쓰 던 수단은 교육, 훈련이었지만 이제 개별 행

동계획은 취업계획(job plan)으로 바 었다. 즉 즉각 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된 것이다. 일자리의 종류나 근로조건은 가리지 않

는다. 그런데 많은 사회  지원 상자들은 일을 하기 어려운 다양한 어

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제시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노력과 수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즉각 인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나. 네덜란드

노동을 통한 지속 이고 안정 인 소득의 확보가 경제  자립의 지름

길이라는 에서 빈곤층과 소득층을 한 복지정책으로서의 고용지원

정책은 궁극 으로 최선의 소득보장정책이며 최고의 사회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의 고용지원정책은 통 으로 극  노

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형태를 띠었다. 극  노동시

장정책은 실업자의 생계보장에 을 두는 소극  노동시장정책과는 달

리 국가가 노동력의 수 에 여하고 조 함으로써 실업을 방하거나 

실업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말한다. 

1980년  이후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정책은 이런 기조 하에 노동시장 

탈규제와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이 맞추어져 왔다. 그 효과는 

1990년 부터 좋은 거시 경제실 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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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하나는 실업률을 폭 낮추고, ‘고용 기 ’으로 불릴만큼 고용률

을 폭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1985년에 7.9%까지 상승했던 실

업률은 2010년 재 4.5%로 낮아졌다. 한 1985년에 51.0%에 불과하

던 고용률은 1995년에는 65.6%로, 2010년에는 76.0%로 상승했다. 고

용률의 격한 상승은 정규직 남성 심의 고용패턴에서 트타임, 임시

견직 등 비 형 고용의 확 , 특히 여성 트타이머의 노동시장 참여 

확 에 기인한다. 

고용 확 를 한 활성화정책은 1980년  반부터 근로연계복지를 

포함한 실업보험의 여자격의 강화, 여 수   기간의 단축을 통해 

직 이고 명백하게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한편, 직 노동

자의 실업을 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990년 에는 ‘멜 르 일자

리’(Melkert jobs)라는 이름의 고용창출 정책이 활용되었다. 그것은 정

부가 인 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 하

고 사회 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장기 실업자, 임  노동자, 청년 

실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최 한 조기에 노동시장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네덜란드정부는 각  수 의 직업학교와 실업자에 한 교육훈련을 

시해 왔지만, 피용자의 직업교육훈련에 해서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

지 않고, 부분의 교육이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

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산업훈련기 (sectoral training fund)이다. 이 

기 이 최 로 만들어진 것은 1947년으로, 1989년에 이르러서는 규모 

단체 약의 약 1/3 정도에서 기  조성에 한 규정들을 두고 있을 정

도로 범 하다. 기 은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체로 기업들이 지

출하는 임 비용의 0.1%(소매업)에서 3%(건설업)를 공제하여 조성하고, 

이 게 조성된 기 을 통해 도제교육이나 피용자의 계속훈련 등에 필요

한 경비를 기업들에게 지불하거나 노동자들에 한 임 지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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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2004, 71).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고용가능성 제고를 해 피용자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환하 다. 그것은 훈련, 직무순환 등 

사용자에 의한 고용가능성에 한 투자가 고용과 노동시장 이동을 증

시킬 것이라는 사고에 기 한다. 2008년 이 에도 정부가 고용가능성에 

한 진자로 여러 정책에 개입해 왔지만, 고용 보호는 어디까지나 주

로 노사가 단체 약을 통해 책임져 왔고, 교육훈련은 기본 으로 기업이 

책임졌다. 국가의 재정  책임은 의무교육으로 제한되었으며, 고용보호를 

한 보편 인 정책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경제 기 응 

과정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건 한 기업이 일시 으로 경제  어려움에 

직면하면 부분  실업조치를 통해 피용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트타임’ 실업(‘part-time’ unemployment)으로 불리는 이 조

치는 사용자가 일시 으로 피용자의 노동시간을 최소 20%, 최  50%

까지 일 수 있도록 한다. 피용자는 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실업 여를 

부분 으로 받는다. 결국 ‘ 트타임’ 실업은 성공 인 기업이 잘 숙련된 

노동자들을 기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고용지원정책인 것

이다(Yerkes 2011). 다른 한편, 2009년부터 네덜란드정부는 기업과 

약을 맺어 경기불황 시에도 극 으로 피용자의 숙련 향상과 훈련에 

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으로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학

습에 한 수요, 숙련 노동자를 활용한 기업의 직무훈련 등에 해서는 

별도의 기 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 해 왔다. 

한편, 1996년에는 민법과 노동법의 개정으로 일제와 트타임 노

동자의 균등 우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단체 약으로 보장되는 임  수

, 상여 , 기업연 , 기업복지, 교육훈련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Oorschot 2006,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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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웨덴

2차 세계  이후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당시 사회에 만연해있던 임

격차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 는데, 임 격차를 완화시키기 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 정책이 필요하 고 

노동조합운동은 임  근로자의 신속한 임 개선을 추진하기 하여 집

단 인 노력을 경주하 다. 이러한 임 연 정책은 비용 상승을 유발하

여 상 으로 임 에 의존하는 산업을 도태시키고 고임  산업의 성

장을 진하 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웨덴 정부는 장래가 불확실한 임  산업의 근로

자를 보다 나은 임 과 안정된 근로기회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쉽게 이

동시키기 해 극 노동시장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

장이 직종  지리  유동성을 진하도록 입안되었고 정부가 운 하는 

지방고용사무소가 이 정책의 략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직

업훈련과 직업재교육이 하나의 직종 는 산업에서 다른 직종 는 산

업으로 이동하는데 요한 수단이 되었다.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은 완 고용을 달성하기 하여 

실업 여와 고용연계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를 상자 특성과 의지에 따

라 다양한 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첫째, 구직자

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노동공 에 향을 미쳐 노동에 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셋째, 실

업자와 장애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

업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소득 상실분을 보 해주는 실업보험 여를 지

하고, 직업 훈련  임 과 같은 훈련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한 실업이 가져오는 부정 인 효과를 상쇄하기 해서 첫째, 노동시

장정책이외의 역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둘째, 정부 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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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기술수 을 향상시키는 기술교육 로그램을 운

하며, 셋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성인평생교육과 주민학교에도 련 

로그램을 신설하고 있다. 넷째, 회사와 개인은 각자 경기가 향상될 때

를 비하고 있다. 

극 노동시장정책의 목표와 정책 상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노동시장 원회는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구로서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할 책임이 있다. 특히 

모니터링  평가와 련하여 모든 통계는 세출 산의 방향에 따라 정

부가 원하는 데이터가 확보되도록 반드시 성별, 연령별, 이민여부별, 장

애여부별로 작성되도록 하여 과학 이고 체계 인 정책의 수립  평가

를 가능하게 하 다. 

한 주요 달체계인 국립고용서비스센터(AF)는 교육 로그램 개발

과 통계의 정확한 측과 제공을 한 업무를 담하고, 실업보험을 재

교육보험으로 변경하고 장기실업으로 환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

하고 있다. 

  라. 독일

극  노동시장정책과 교육 분야의 개 은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

장 체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요한 분야로서 독일의 개 에서도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첫째로, 극  직업훈련 정책이 강조되었다. 먼  경제노동부, 교육연

구부  노사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만들도록 홍

보  독려(사업장 훈련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훈련세 도입 추진)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훈련강사 자격기  수 요건을 5년간 유보(2008

년 8월까지)하여 기업훈련을 활성화하 다.95) 다음으로 훈련 의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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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인당 최  10만 유로를 리 융자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로 학교교육의 개선을 하도록 하 다. 먼  일학교(all-day 

schools) 설립  환을 유도하기 해 2007년까지 총400억 유로를 

투입하여, 교사와 교육의 질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 다.96) 다음으로 교육의 성과지표

(performance standards)를 설정하여, 체  과목별 성취도를 측정하

고 제시하도록 하 다.97) 한 교사 자질향상을 한 훈련  지속능력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 다. 이는 학생의 능력에 상응한 교육실시와 성과

지표 용  평가를 해서는 교사에 한 지속  훈련과 자질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조기 교육과 보육을 강화하 다. 먼  3세미만 매 5명당 유치

원 는 보육사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해 매년 15억 유로

를 투입하기로 결정하 다. 이를 해 연방  지방정부, 학계, 유치원 

 보육시설 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유아 교육과 보육 질의 향상을 

한 모델 개발과 질 높은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취업부모와 특히 결손가정을 지원하며, 

자질 있는 보육사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 하도록 하 다. 특히 소득 

직업 종사자를 통  가사 이외에 보육에 투입하여, 보육 활성화와 실

업문제의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며, 이를 해 세 혜택도 부여하

도록 하 다. 

95) 그 후도 문지식과 훈련기술 보유를 회에서 증명 받을 경우 자격과 무 하게 인정하

도록 하 다.
96) 오 , 오후 시간에 아동의 개인별 수요에 맞추어 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역 복지단체, 음

악학교  스포츠단체의 지원 하에 교과 외 과정을 운 하도록 하 다.
97) 지표개발  평가 업무를 수행할 국가기 을 신설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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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영국

극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은 국가

가 노동력의 수 조 에 개입함으로써 실업을 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정

책으로 고용창출, 고용알선 서비스, 교육  직업훈련 제공, 직무재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순, 2006)98).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실업

자의 증가  이들에 한 정책 응으로 그리고 실업 여를 통한 복지

의존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극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이 매우 요하다. 실업 여의 수 이 비교  

높지 않고 수 자격도 까다로운 국이지만 실업 여 수 자를 포함한 

복지 여 수 자 에는 수 과 탈수 을 반복하는 상자들과 지 않

은 부정수 자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실업기간 동안 구

직 활동과 근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반 인 지원을 하는 것

이 국 극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활성화(Activation) 정책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활성화(activation)라는 개념은 지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

다. 활성화와 련된 개념으로 극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나, 근로연계 복지 정책(workfare policy)있으며, 실제

로 활성화 정책 로그램 가운데 많은 것들은 극  노동시장 정책 

로그램들이다. 그러나 극 노동시장 정책이 특정한 개별 로그램을 

지칭하는 데 반해 활성화 정책은 로그램을 넘어서 정책의 지향까지 

함축하고 있다(황덕순, 2009). 따라서 앞에서 언 했듯이 활성화 정책은 

극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 한 개념으로 악할 수 있다. 국의 활성

화 정책은 1997년 블 어 정부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98) 김 순(2006),비조정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극  노동시장정책의 한계, 국제정책논

집 제46집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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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활성화정책의 구체 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책집단을 노동시장정책으로 유인하기 한 재정  유

인정책과 다른 하나는 뉴딜 로그램을 통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먼  재정  유인정책을 살펴보면,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한 조치의 하나로 1999년에 

최 임 (National Minimum Wage)을 도입하 다. 이와 함께 근로연계 

복지 여로의 개 을 추진하 다. 1999년에 가족공제와 장애인근로수당

을 개편하여 근로가족세 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와 장애인

세 공제(Disabled People's Tax Credit)로 체하 다. 한 Pathways 

to work(근로복구) 개 을 실시하여 장애 여 등 수 자들이 지불노동

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 다. 두 번째로는 극  노동시장정책인 

“뉴딜”이다. 뉴딜정책의 연령 별로 다른 로그램이 운 되었고 한무모

가족과 장애인 상의 로그램 등 특정계층을 상으로 한 로그램이 

수행되었다99).  

1997년 블 어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본격 으로 추진된 이후, 수년

간의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170만개나 이루어져 

실업률은 지속 으로 감소하 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52주 이상의 장

기실업은 감소하 지만 26주 이항의 단기실업의 비율은 증가하 다. 

반 인 실업률의 하는 실업자들에 한 사회보장 비용의 지출을 감소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정 인 역할을 하 다100). 

이 게 실업률을 낮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상으로 한정책에서 취업

성공률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활성화 정책이후 빈곤율이

라 할 수 있는 최 임 이하 계층이 차 어들었다. 

하지만 문제 도 큰데, 실제로 청년 뉴딜 참여자의 약 20% 정도는 

99) 여유진(2011) 재정리

100) 김윤태(2005), 국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동향과 망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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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2번 이상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구직 여(JSA) 청구자

의 2/5는 6개월 내에 2번의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활성

화 로그램이 임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들의 빈곤탈출에 별다른 효

과를 못 미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 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국 내에서 임 ·임시직의 우세로 인해 근로우선(work-first) 

근이 사회  배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가속화시킬 잠재력을 가진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여유진 2011).

  바. 일본

완 고용으로 일컬어질만큼 낮은 실업률을 보 던 일본은 2000년 에 

들어와 4.0~5.4%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재, 청년 

실업률은 체 실업률의 두 배 가까운 9.4%에 달한다. 이에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은 2009년 10월, “국민이 안 과 안심, 삶의 보

람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 하기 한 가장 요한 기반이 고용 

확보라고 보고, 긴 고용 책을 수립했다. 긴 고용 책의 3가지 기본 

은 ① 기동성 있는 응, ② 빈곤계층, 학 신규 졸업자에 한 최

우선  지원, ③ 개호, 농림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기 되는 분야의 고

용창출과 지역 고용창출이다. 수상이 직  주재하는 노사정간 ‘고용 략

화’를 설치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2009년 말부터 2012년 상반기

까지 ‘고용 략 화’에서 논의된 극  노동시장정책과 련한 주요 합

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유지 지원 강화책으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고용

조정 조성 ’의 ‘생산량 요건’을 2009년 12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일

본의 고용조정 조성 제도는 경기변동, 생산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  

이유로 피용자를 일시 으로 휴업, 교육훈련, 는 출향을 시킬 경우, 이



296∙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에 한 수당이나 임 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둘째, 신규 졸업자의 고용 지원과 련하여, 잡 서포터와 직업상담, 

직업안정소에 의한 신규졸업자 고용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졸업 

후 3년 이내에 기 졸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해서는 장려  활용, 다양

한 인턴십 실시, 신규 졸업자와 구인 의욕이 있는 소기업과의 알선 등

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 고용보험 수 상이 아닌 구직자에 

해 구직자 지원제도(무료의 직업훈련  훈련기간  부를 지원하는 제

도)를 창설하기 해 계자와 의하는 등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보육분야, 개호․의료분야, 환경․에 지 분야 등 미래 성장이 

기 되는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고용개발 진법에 기 한 지역 

고용창출 추진사업(패키지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주성  창의성을 

살린 고용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나아가 직업훈련․생활보장에 의해 

도약형 제2 안 망을 확보하며,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고령자․장애

자등의 노동참여 진  다양한 일자리 확보 등을 본격 으로 추진하

기로 했다.  

그러나 여 히 일본의 극  노동시장정책에 한 지출은 OECD국

가  최하 권에 머물러 있으며, 고용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

고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축소되거나 비정규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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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국 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 할 판단지표와 이에 근거한 판단

  가. 덴마크

<거시경제의 성과>

덴마크 경제는 본격 인 노동시장 개 정책이 실시된 1994년 이후 15

년간 비교  잘 작동되어 왔다. 덴마크는 비교  높은 성장률과 소득분

배의 평 화를 달성하 으며 실업률은 2006년에 과거 30년간 최 수

에 도달하 다. 2008년의 세계경제 기로 덴마크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

지기 까지만 해도 오히려 덴마크 정부는 경기과열로 인한 임 상승과 

노동력부족  인 를 우려하여 긴축  재정, 융정책을 운용할 정도

다. 성장률 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인  억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거시경제지표 반에 걸쳐 덴마크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단순한 양  성장뿐만 아니라 GDP의  많은 부분이 보건의료, 교

육, 고령자  아동보호 등 공  서비스 분야로 지출됨으로써 복지국가 

정책이 강화되어 온 도 에 띤다(OECD, 2008).

이러한 덴마크 경제의 성과는 70년 의 열악한 성과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덴마크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 의 결과로 공공  

민간 축의 강화와 노동시장  제품시장의 개선에 성공한 것이 재의 

양호한 경제  성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덴마크의 정책결정자들은 통 인 효율성  평등성 논쟁을 넘어서

서 효율성과 평등성을 결합하는 방법을 발견하 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는 80년  이후 복지국가가 후퇴한 반면 덴마크에서는 복지제도를 유지

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  효과인 노동시장 퇴출동기 억제가 가능했다. 

조세제도 역시 한계세율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총 조세부담률을 상승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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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에 비한 범한 략 형성에 있어 상당히 

범한 정치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공  부채 감소를 한 공  부문

의 흑자가 지속되었다(Gaard and Kieler, 2005). 

이러한 덴마크의 목할만한 경제실 은 한 복지국가와 높은 소

득평등성을 강력한 노동시장 성과  잘 작동되는 경제와 결합한 로

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상이 되고 있다.

사실 1980년 까지만 해도 덴마크 경제는 매우 열악한 거시경제성과

를 보 다. 1974~75년의 제1차 석유 기와 1980~81년의 제 2차 석유

기 시기에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마이 스를 기록했으며, 80년

 들어와서도 80년  반기에는 비교  강한 성장세를 보 으나 후반

기에 들어와 경제는 다시 침체상태에 빠져 1~2%의 성장에 머물 다. 

그러나 1993~94년의 노동시장 개 정책 이후 덴마크 경제는 다시 힘찬 

성장세를 보여 90년  반에 3~5% 의 비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다. 이후 2001~2003년의 상  성장 이후 경제는 최근의 세계경

제 기 이 까지 덴마크 경제는 비교  안정 인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문제는 덴마크의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실 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

는 이다. 이에 해 Andersen 등(2006)은 1인당 생산을 고용률, 노동

시간, 1인당 생산성 등으로 분해한 결과, 노동시장 참가율  노동시간 

등은 계속 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성의 상승으로 인해 

고 성장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 이러한 1인당 생산성의 

상승은 물  자본  인  자본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구조변화에 기인하 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OECD(2008)는 지난 10년간 덴마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

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와 구조개  등에 한 확고한 의지 

 극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의 유지, 실업률의 하, 



제4장 결론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99

건 한 공공재정 등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90년  반 이후 덴마크가 양호한 거시경제실 을 올릴 수 있

었던 것은 어느 한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  기업정책 등)이 종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 

놀라운 것은 덴마크가 미형 국가들처럼 복지국가정책의 큰 후퇴 없

이도 이러한 경제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덴마크의 사회정책에 

한 공공지출의  GDP 비 은 80년  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29% 수 에 달한 후 이후 다소 등락 추이를 보 으나 기본

으로 26~27% 수 에서 매우 안정 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불평등지수(지니계수)는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나

(0.20-0.25사이) 매우 안정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이러한 

불평등지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평등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덴마크는 거시경제실 과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경제성장

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 >

그러나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경우 이른바 "덴마크의 기 "에 문

제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덴마크의 거시경제실 은 과연 ‘기 ’이라고 불릴 만큼 양호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1994~2008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체 으

로 살펴보면 덴마크의 실 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평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덴마크의 양호한 거시경제실 은 과연 유연안정성 모델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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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문제이다. 사실 덴마크는 1990년  이후 노동시장 개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그 부분은 실업률 감소

를 목표로 한 확  재정, 융정책이었다.

<노동시장의 성과>

이른바 "덴마크의 기 "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특히 실업률의 속한 하락이다. 1993년 당시의 덴마크의 실업률은 

10.1%로서 다른 유럽국가 평균(10.0%)과 비슷한 수 이었지만 OECD 

평균(7.8%)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 이었다. 그러나 1994년의 노동시

장 개  이후 덴마크의 실업률은 속한 하락추이를 보여 2000년에는 

4.3%까지 떨어졌다. 이후 경기악화로 실업률은 약간 높아져 2004년 

5.5%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7년 재 3.8% 수 으

로 떨어졌다. 이는 유로 평균(7.4%)이나 OECD 평균(5.6%)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 이다.

특히 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1994년의 

54.0%로부터 2007년에는 29.5%로, 그리고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32.1%로부터 18.2%로 크게 떨어짐으로써 덴마크의 실업률 

하가 구조  실업률 하를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기간 

 유럽지역이나 OECD 회원국 평균 장기실업자 비율에 큰 개선이 없

었던 것에 비해 매우 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1990년  반 이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컨  덴마크의 체 임 노동자 가운데 풀

타임 고용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트타임으로 일하고 있

는 비자발  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은 1994년의 3.1%로부터 진 으

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1.8%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OECD 

체 회원국 평균으로 본 비자발  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1.8%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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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로 상승한 것과 조를 이룬다. 한편 덴마크의 체 임 노동자 가

운데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employment)의 비율은 1994년의 

12.0%로부터 2007년에는 9.1%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 다. 이에 비해 

OECD 회원국 체 평균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1.1%

로부터 14.6%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조 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 > 

그러나 "번쩍이는 것이 모두 황 은 아니다"는 서양속담처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 '에는 몇 가지 문제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공식 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 외에 상당한 규모의 '은폐된' 

실업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실업 여를 받으면서 공

식 으로 실업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이를 공개실업자라 한다) 가운데 상

당수가 어쩔 수 없이 활성화 정책 참여, 각종 휴가 신청, 조기퇴직연

제도 선택 등으로 공식실업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공개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공식  실업률 외에 노동력 연령인구로서 실업 여 외의 

성 여(활성화정책 참여, 유 휴가, 조기퇴직 등)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합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의 거의 세 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은폐된 실업률은 1994년 이후 증하여 공개실업률과의 차

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실업률로 보면 

실업사정이 극히 악화되었던 80년  말~90년  에 비해서도 재의 

실업사정이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덴마크의 고용창출력 역시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1994~2007년 기간 사이의 총고용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덴마크의 실 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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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덴마크의 고용증가율은 겨우 8.7%로서 미형 국가들은 물론이

고, 독일과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조한 

실 을 보 다. 그 다고 해서 미형 국가들이 우수한 고용창출실 을 

보인 것도 아니다. 이 기간  미국은 12.8%, 국은 12.1%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역시 조한 고용창출력을 보 다. 1994년 이후 실업률

의 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결국 이 기간 

 총 인구 수  생산가능연령 인구 수의 증가 자체가 부진했음을 의

미한다. 

셋째, 정 인 고용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주로 임 부문에서 많이 창출됨으로써 임 분포의 불평등 증 , 특히 

임 부문의 확 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정책과 성과 사이의 련이 모호하다. 사실 어떤 정책과 성과 

사이의 구체  연 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 하듯이 1990년 의 경기호황 그 자체가 실업률 하락을 가

져온 가장 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80년  말~90년  

의 덴마크의 고실업은 구조 인 것이라기보다는 순환 인 성격이 컸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반 이후의 속한 실업률 하락은 사민

당 집권 후(1993) 실시한 경기 진책이 성과를 거둔 것에 불과하다. 특

히 주택 붐이 크게 기여하 다. 주택 당부 출채권(mortgage loan)의 

재 융 규제를 완화한 것이 결정  계기가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로 

주택가격 상승과 고용상승 사이에는 한 련이 있음이 발견된다. 반

면 활성화 정책 도입과 실업률 하락 간의 계는 상 계에 불과할 뿐 

인과 계는 입증 안 된다. 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주었느냐가 문제인데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활성화 

정책은 실업률 하락에 매우 제한 인 효과밖에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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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덜란드

<거시경제실 >

따라서 1980년 의 정부정책은 안정화보다는 노동시장 탈규제와 유

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이 맞추어졌다. 그 효과는 1990년 부터 

좋은 거시 경제실 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요한 성과  하나는 

실업률을  폭 낮추고,  ‘고용 기 ’으로 불릴만큼 고용률을 폭 끌어

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1985년에 7.9%까지 상승했

던 실업률은 2010년 재 4.5%로 낮아졌다.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 2000년  이후 OECD 

국가 체 평균보다 항상 2~3배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리먼 라더

스의 산 후 불어닥친 2009년 경제 기에도 고용보호가 강했던 네덜란

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성인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약간 증가하는 수 에 그쳤다. 더욱이 낮은 실업률은 높은 고용 상승률

과 동시에 달성되었다. 1985년에 51.0%에 불과하던 고용률은 1995년에

는 65.6%로, 2010년에는 76.0%로 상승했다. 완 고용을 자랑하던 스웨

덴은 같은 기간 오히려 고용률이 감소했고, 덴마크와 미국 등 많은 국가

들이 고용률 정체를 면치 못한 반면, 네덜란드는 독일보다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의 격한 상승은 정규직 남성 

심의 고용패턴에서 트타임, 임시 견직 등 비 형 고용의 확 , 특

히 여성 트타이머의 노동시장 참여 확 에 기인한다. 2010년 재 

OECD 회원국의 트타임 고용 비율이 평균 15.6%이고, 여성 트타

임 고용이 26.3%인 데에 비해, 네덜란드는 그 수치가 각각 38.5%, 

60.6%에 달한다. 

비 형 고용 증가의 실질  이유는 유럽  맥락에서 강조되어 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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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정책(activation)과 연 이 있다. 유럽고용 략의 최우선 과제는 단

순히 공식 실업률을 낮추는데 있지 않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기퇴직, 장

애제도의 오남용 등의 험을 방하려는 정 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계집단을 지속 으로 노동시장에 어넣음으로써 

임 과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는 차 지배  치를 하고 있는 OECD의 고용 략, “어떤 일자리

도 게으름보다 낫다”는 이데올로기를 반 한다.

세계 융 기의 여 로 2010년도 네덜란드의 GDP 비 재정 자

는 -5.3%로, 1996년 이래 가장 커졌다. 그러나 OECD의 평균 -7.7, 유

로지역 평균 -6.0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엄격한 통화정책으로 1990년  

반 이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 과 융 공고화를 

비교  성공 으로 결합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2000년  말 기 으로, 

네덜란드의 소득 불평등 수 은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앵 로색

슨 국가들은 물론, 일본, 한국 등 통 으로 불평등 수 이 낮다고 알

려진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네덜란드는 1980년  

반에서 90년  반까지 지니계수, P90/P10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시 2000년  말에는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  말 경제 기 이후 재정 자와 공공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는 하지만, 어 든 지난 10여년 간 비교  건 한 재정 기반 에서 불

평등 수 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찰은 잘 알려진 아이버센과 (Iversen and Wren 1998)

의 트라일 마(trilemma)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 요지는 세계화

와 탈산업화된 사회에서 국가는 건 재정, 소득평등, 그리고 고용 

증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최  두 가지만 달성하는 수 있는데, 이 

때 나머지 하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자유주의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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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등을 희생하면서 건 재정과 고용증 를 추구하며, 북유럽 사민주

의 국가는 건 재정보다 소득평등과 고용증 를 우선시하며, 유럽 륙형 

혹은 기독교 민주주의 모형은 건 재정과 소득평등에 한 강조로 고용

이 희생되는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1990년  반 이후 네덜란드는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101), 높은 고용률과 소득평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재정의 건 성을 그럭 럭 잘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스웨덴

스웨덴에서 실업상태에 빠지면 실업보험 가입 여부에 상 없이 실업

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등의 사회안 망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있

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소득보장을 수혜하기 해서는 자산이나 보험기

간에 의존하기보다는 극 인 구직활동과 근로조건에 요 을 부과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는 실업자가 실업보험

이나 실업부조를 받지 않는 가능성은 상 으로 낮다. 2011년 기  실

업 여나 실업부조 모두를 받지 않는 실업자의 비율은 여성이 27%, 남

성이 29%로 나타난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수당의 소진 

시기에 극 노동시장정책에 참가한 사람들의 고용 성과는 일반 으로 

좋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 와 1990년 의 결과들은 상

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 반 으로 최근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순환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 노동시장정책의 로그램 유형에 해서 분석한 결과는 일반채

용정보에 비해 극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단기 인 고

101) 스칸디나비아 사례에 해서는 Jochem(201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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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은 낮지만, 장기 인 고용 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교육훈련과 고용알선 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노동시장 성과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하나의 로그램에만 참가할 때

보다는 여러 가지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여 수 의 증가와 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독일

독일 개 의 핵심  요소 던 노동분야의 개 에 해서 기본 으로 

정 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연구를 보면 근로능력자로서 사

회부조에 해당하는 실업 여를 받는 주로 장기실업자인 Hartz IV의 

상자 수는 그 정책이 실행된 이후 2006년 비 2009년에 수는 51

만 9185명이 감소하 고, 상 으로는 9.5%가 감소하 다. 이는 Hartz 

IV의 핵심요소인 자기책임과 자율에 근거한 반 인 구직활동 구의 

목표를 아직 완 히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구조 인 실업은 감

소시켰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결과라 보여 진다. 즉 경제 기 

동안 새로운 장기실업으로 빠지는 것에 반작용을 하 으며, 앞으로 올 

경기활성화가 좀 더 취업에 호의 일 수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을 독려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지 까지 이룩한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굳건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개선 에 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해서( 를 들면 단독 양육자) 개별  문제 상황에 한 

맞춤형 응이 무 부족하다는 지 이 있다.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소득 기간제 직업이며,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오리려 어들었다는 지 도 있다. 를 들어 2004년 말 고용상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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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보면, 취업자 수가 년 비 약 12만 명이 증가하여 3년 만에 고

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소득직업(Mini-Job), 자 업 등 

정부지원 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일 뿐,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

는 일자리는 오히려 약 30만개가 감소하여 고용의 질이 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노동분야에서 장기 인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장기수

자가 지 보다 더 확실히, 더 많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 영국

국 노동시장 유연화는 처의 보수당 정부부터 심화되었다 보고  

처정부가 수립된 1979년 5월 이후인, 본격 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1980년부터의 각족 경제지표의 성과  지표 의 계를 살펴 으로써 

국의 유연안정화에 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과의 계를 살펴보면 1995년 이 에는 매

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다가 1990년  반이후 2007년까지 경제성장률

은 일정수 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블 어의 노동당 정부의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인해 일정수 이

상의 경제  성장과 실업률의 감소가 경제  지표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재정 기 이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업 련 공공지출의 경우 지속 인 복지 여의 개 과 실업률의 감

소로 인해 1990년  반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 노동시장 련 공공지출의 경우 지 까지의 추이를 볼 때 GDP의 

1%를 과한 이 없으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에서 노

동시장 유연화와 활성화 정책은 실업 련 지출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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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바. 일본

<문제 > 

사회  안 망이 약한 상태에서 취해진 속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

지 축소의 결과, 일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그룹에 속하

게 되었다. 비용, 복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본은 완 고용, 공공

사업 등 복지 지출 외 소득지원정책으로 시장의 열패자들을 보호하 고, 

그럼으로써 세계 으로 높은 수 의 소득 평등을 렸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인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두 가지 지표가 이를 말해 다. 하나는 2000년  말, 일본의 지

니계수는 OECD 평균(0.314)을 상회하는 0.329이다. 다른 하나는 하  

10%에 한 상  10%의 가계 가처분소득(P90/P10) 지표가 통 인 

불평등국가인 미국, 한국보다 더 심각한 6.0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일본

의 가계 가처분소득 상  10%와 하  10%의 차이는 무려 6배에 달한

다는 뜻이다. 이러한 지표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일본의 소득 재분배정

책이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5. 각국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메커니즘

  가. 덴마크

결국 덴마크의 성공신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단순한 교훈은 발견하기 

힘들다. 여러 유럽소국에서 정 인 노동시장성과로 이끄는 다양한 통

로를 발견할 수 있다(Goul Andersen and Jensen 2002). 이들 국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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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공통 이 매우 다. 이는 곧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연결된다

(Hall and Soskice 2001). 

덴마크 역시 복지국가 정책과 오랫동안에 걸쳐 형성된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일반 인 경제상황의 묘한 결합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결국 덴마크의 경우에는 행운(환경변화가 유리한 쪽으로 작용)과 정책

(즉 환경에 한 략  응), 그리고 내생  변화의 결합의 결과로 보

아야 할 것이다(Schwartz, 2001).

최근 덴마크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동안 칭찬 일색이었던 덴마

크 모델에 해서도 국내외로부터 비 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기능에 한 신뢰와 “큰 정부”에 한 비 의 목소리를 

높여 온 보수우 들은 덴마크 모델에 한 비 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벨기에 뤼셀에 치한 우 연구소인 자유경제연구소는 일련의 뉴

스 터를 통해 덴마크 모델을 비 하고 있다(Fre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07a, 2007b, 2008a, 2008b). 이들에 의하면 

덴마크 경제는 형 인 “큰 정부”와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률을 가진 

스칸디나비아 모델국가로서 이로 인해 투자의욕의 해, 근로의욕의 

해, 재정 자 증, 성장률의 하, 인  압력 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덴마크의 상 으로 양호한 거시경제  노동시장 성과

에 해서도 주택투자 붐에 의한 거품의 착시 상이라거나 정부가 마련

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은폐된 실업”에 불과하다고 평가 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가 따라야 할 벤치마킹 상이 될 수 없다고 비 한다.

덴마크 모델에 한 비 은 덴마크 국내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그 

표 인 논자들은 Hansen, Bocian 등이다(AFP, 2008). 이들은 덴마크 

모델이 유연성은 강한 신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무 많은 비용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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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비 한다. Bocian에 의하면 최고 90%에 달하는 실업 여의 

소득 체율로 인해 실업자들의 근로유인이 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

동력 공 부족 시기에도 수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비 한다. 

그는 덴마크 모델이 압력을 받고 있으며 노동력을 늘이는 개 이 없는 

한 해체될 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실업 여 지 기간 

한도를 재의 4년으로부터 1~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ocian, 2006). 

이들이 특히 비 하는 것은 덴마크의 높은 조세부담률이다. 실제로 덴

마크의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

이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부담률은 2006년 재 49.0%로서 스

웨덴(50.1%)과 근소한 차이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36.2%, 2005년)은 물론이고, 이웃 네덜란드

(39.5%), 핀란드(43.5%), 노르웨이(43.6%) 등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훨

씬 높은 수 이다.  미국(28.2%), 일본(27.4%, 2005년), 한국(26.8%) 

등 복지수 이 낮은 국가들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조세부담률이다. 이 

가운데 순수한 조세부담률은 49.2%(2005년 50.3% 가운데)로서 거의 

부분이 일반조세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스웨덴

(37.2%)과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조세  사회보험부

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일반조세부담률이라는 것이 덴마크

의 특징이다. 바로 이 에서 덴마크는 미형 국가와는 뚜렷이 구분되며 

심지어 다른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조세부담률이 곧 경제성장을 해하는 주원인인

가에 해서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Cohn(2007)은 높은 세율과 큰 정

부가 덴마크 경제를 해치고 있다는 보수 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1994년 

이래 덴마크는 경제번 을 렸으며 특히 실업률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렸음을 지 한다. 경제호황기 뿐만 아니라 재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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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기에도 역시 미국의 경제실 은 덴마크에 비해 결코 좋지 못하다. 

즉 표 인 세율, 작은 정부 국가인 미국과 고세율, 큰 정부 국가인 

덴마크가 경제실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즉 

“순수한” 자유시장경제나 “순수한” 조정경제보다는 양자의 요소가 혼합

되면서 상호보완성을 발휘하는 “혼합” 경제가 더 나은 사회경제실 을 

보일 수 있는데 덴마크가 바로 그러한 사례라는 주장이다(Campbell and 

Pedersen, 2007). 이 게 볼 때 덴마크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큰 정부에 

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은 사실에 기 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당 정도 

이데올로기  비 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varieties of 

capitalism theory)과는 다른 양상으로 개되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자들

은 특정 국가의 경제실 은 제도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  상보성은 우선, 노동시장, 노사 계, 직

업훈련  교육시스템, 기업지배구조, 융시스템, 기업간 계 등 다양한 

생산 짐(production regime) 역에 존재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

본주의는 주로 시장 기제에 의존하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비시장 기제가 심인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나뉘며, 각각의 시장경제 내에서 유사성을 갖는 제도들이 

상호 보완 으로 작용하여 좋은 경제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Soskice 

1999; Hall & Soskice 2001). 나아가 이들은 특정한 생산 짐 혹은 경

제유형과 복지체제 유형 사이의 선택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을 주

장한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산업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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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는 유럽 륙형 보수주의 복지체제와, 그리고 국  조정

시장경제체제는 사민주의 복지체제와 조응하며 발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지체제가 결합하

거나 조정 시장경제와 사민주의 복지체제, 혹은 조정 시장경제와 륙유

럽식 복지체제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질  요소들이 상호 보

완 으로 작용하여 ‘네덜란드의 기 ’(Dutch Miracle)을 만들어낸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혼합 시장경제(mixed or hybrid market 

economies)인 것이다. 생산 짐 차원에서 보자면, 자유주의  성격을 띠

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비시장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코포라티

즘  노사 계(corporatist industrial relations)가 병존한다. 복지 짐도 

이질  요소들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다. 사회보험에 기반한 보수주의

 성격과 극  노동시장정책  한 복지에 기반한 사민주의  

성격, 게다가 선별  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벨기에, 랑스, 이태리는 여 히 

낮은 고용률과 ‘일하지 않는 복지’(welfare without work)가 특징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고용률과 비

교  한 복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트타임과 임시

견직 등 비 형 근로에 기반한 미식 유연노동과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의 특성을 강화해 왔다. 

그 다면,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형성․지속될 수 있었던 이

유는 어디에 있나? 부분의 연구는 그 이유를 노사정 간 이해 계를 

조율하고 정책 합의를 가능  한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서 찾는다. 

이들도 행 자의 역할을 시하지만, 주로 국가와 사회 트 들간의 

조행동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것이 거시 경제실 에 어떤 향을 미쳤

는지에 주목한다. 네덜란드 유연안정성모델의 정립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정간의 갈등이나 국가의 주도  역할을 강조한 연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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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간 기의식의 공유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코포라티즘이 노

동시장  복지제도의 개 을 성공시키는 데 요한 기여를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략이 항상 코포라티즘  정책

결정을 통해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노사정 간 정치  타 의 출발 으

로 알려진 1982년의 바세나르 약(Wassenaar Accord) 이후에도 코포

라티즘은 안정과 불안정국면을 오갔으며(Visser and Hemerijck 1997; 

Woldendorp 2005, 2006), 정부의 정책제안은 때로는 노동자나 사용자, 

혹은 노사 모두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안정

성모델이 발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자율성을 가진 국가의 효과

인 이 (framing) 능력, 그리고 코포라티즘 기제를 우회하는 다른 

정책수단들의 활용능력에 기인한다. 즉, 임 과 사회보장 여의 자동연

계 폐지 압력, 단체 약 구속력의 용 제외 압력, 장애보험 여 남용

에 한 의회조사권 발동 등을 통해 자기이익을 극 화하려는 노조와 

사용자단체를 효과 으로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다양성론, 권력자원론 등 기존 이론이 왜 네덜란드 사례

를 제 로 설명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비 으로 제시하고, 그 안으

로 공  가치에 한 재구성과 선별  인센티 를 통한 정부의 조정능

력을 시한다.

카첸스타인(Katzenstein 1977)은 국제환경에 한 각 국의 상이한 

응능력에 주목하면서 이를 국가 자율성의 문제로 악하고 있다. 스카치

폴(T. Skocpol)의 정의에 따르자면, 국가 자율성이란 국가가 “사회집단, 

계 , 혹은 사회의 요구나 이익을 단순히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능력은 이 게 수립된 

“공식 인 목표를 강력한 사회집단들의 실질  혹은 잠재  반 를 무

릅쓰고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Skocpol 1985, 9). 

국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 목표를 집행하기 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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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단, 법과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경제 기는 국가 

자율성을 증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 능력에 달려 있다. 특히 

경제 기 하에서 국가가 설정한 사회경제  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합의  정책결정기제를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도 아

래와 같은 다른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공  가치를 재구성하고 정

당화할 수 있는 이 (framing)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개 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로 형성은 행 자가 특정 정책 역에

서 개념  담론을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담론의 재구성은 정책 제안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에 필요한 

제도 변화를 용이하게 해 다. 경제 기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행 자

들이 자기 이익을 극 화하는 데 념한다면, 개 은 불가능하다. 기

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향한 사회집단들의 집합 인 의지

와 열정이 발동할 때, 비로소 개 은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조직할 책임

은 우선 으로 정부에게 있다. 그 유효한 수단  하나는 정부가 자신의 

공  권 를 활용하여 개 에 한 사회  지지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임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한 산업갈등을 방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해 

주요 사회 집단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가령, 사회  코

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은 제한된 수의 사  이익집단에게 정책결

정에 참여하여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  지 (semi-public 

status)를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이들과 정치  권 를 공유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Streeck and Schmitter 1985; Visser & Hemerijck 1997, 

65-67).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는 임 , 근로시간,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쟁 을 둘러싸고 립될 수 있는 노사의 이익을 조율하고 갈등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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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참여집단 구도 일방 으로 편익을 취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민주 인 정치  교환(democratic 

political exchange)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이 주요 사회집단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 

때로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우회하거나 합법 인 다른 제재수단을 동원하

여 조직된 이익집단이 보다 거시 인 공  목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

들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  행 자라면, 가능한한 일하지 않

거나 게 일하고 복지 여는 되도록 많이 받고 싶어할 것이다. 만약 모

든 실업자에게 한 실업 여가 보장된다면, 합리  개인은 노동시장

에 참여하기보다 실업자로 남고자 할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합리성 추구가 집합  비효율을 래하고, 

이를 감내할 여력이 없을 때, 혹은 이를 방하기 해 국가는 개별 노

동자의 이기  행동을 제어할 법 ․제도  장치를 고안할 필요성을 가

질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 여시스템에 익숙한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할 것이고, 노조 표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반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국가는 노조의 이익보다 공

익의 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이기 인 노조를 

비 하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화’가 인기를 끌던 1980년  반에 ‘활성화’란 용어가 등장하

는데, 이는 복지국가가 변화된 경제구조에 응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사

회 여정책의 보다 구체  표출이자 노동의 (재)통합을 극 으로 장려

하는 제도로 이해된다(Clegg and Wijnbergen 2011, 333). 이 개념은 

좌 와 우  모두로부터 환 을 받았다. 노동시장 활성화는 여 의존도

의 축소 등 통 으로 우 가 선호하는 주제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한편, 좌 가 선호하는 사회정의의 언어로도 이  될 수 있다. 후자

는 제한된 시장권력을 갖는 취약집단이 직면하는 소외감 등 험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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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탈산업노동시장을 보다 사회 으로 포섭 인 시장으로 만들기 한 

시도라 할 수 있다(Clegg and Wijnbergen 2011, 334). 그 무엇보다 

활성화정책의 특징은 인즈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s)를 

슘페터  근로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환하는 것

이었다. 국가가 공 측면에 개입하여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 재정 건

성 확보를 해 시장과 복지를 개 하고,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활성화

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0년 에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을 둔 집단지향  활성화정책은 

2000년 에 들어와 보다 개별화되었다 여를 받는 자와 구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구나 개인 재통합 동의서(individuele reintegratie 

overeenkomst: IRO)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이 승인되면 구직을 해 

어떤 (민간)재통합 서비스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 행정기 이 

아니라 개별 고객이다. 재통합 공 자는 고객이 구직활동에 성공했는지, 

구직 6개월 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는지,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크림 걷어내기’(cream-skimming) 효과, 즉 재

통합 공 자가 한 일자리를 찾을 것 같은 구직자를 심으로 서비

스를 제공할 험을 안고 있다(Clegg and Wijnbergen 2011, 342). 

1980년  이래 “일할 수 있는 자는 일해야 한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

의 모토이다. 노동시장 참여야말로 사회  배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1b). 

요컨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복지축소 개 은 네덜란드병에 한 

원인 진단을 통한 정부의 정책처방책으로 등장했다. 임 억제와 노동시

장 유연화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한다는 논리로 이 되었다. 활성

화정책은 한 복지가 일하지 않는 여의존  시민을 양산한다고 보

는 우 와 사회 으로 배제된 취약집단을 노동시장으로 포섭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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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는 좌  시각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정부의 당 성과 무 하게 인기있는 정책이었다. 복지 축소와 개별화는 

활성화정책을 지원하고 재정 기를 완화하기 한 것으로 이 되었

다. 네덜란드정부는 정책집행을 해 코포라티즘 기제를 히 활용했

지만, 결코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노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을 체로 철시켜 왔다. 특히 장애보험은 복지 남

용의 표  사례로 사회  낙인이 히면서 노사의 거센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애 에 의도한 로 수 권의 제약과 보험행정에서 노사의 

권한 축소를 단행할 수 있었다. 

<문제 > 

네덜란드 유연안정성모델의 가장 어두운 면은 사회권의 축소이다. 서

유럽에서 복지 후진국이었던 네덜란드는 1960년 부터 복지정책을 속

히 발 시켜 스웨덴에 버 가는 복지 선진국이 되었다(김인춘 2007, 

312). 보편 ․포 ․연  원리가 강했던 후 네덜란드의 복지제도

는 1980년  이후 차 선별 ․배제 ․개별  색채를 강화해 왔다. 

처음에는 복지 재원의 제약이라는 재정  이유로 복지 축소가 시작되었

으나, 신자유주의 복지개 은 차 기독교민주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

이 지배하는 연립정부의 명백한 정책목표가 되었다(Oorschot 2006, 

72). 복지에서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과 시장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

으며, 지난 수십 년 간 GDP 비 사회지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진기록

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의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통 인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조차 자유주의  원리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추세여

서, 네덜란드의 복지 축소 개 이 특별히 외 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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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웨덴

스웨덴 성공요인의 근간은 오랜 시간 국민의 합의를 통해 형성한 복

지국가모델을 집권당의 정권교체에 계없이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정체

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실 인 이

유는 거시 인 경제변화와 자국의 정책환경 변화에 제도를 끊임없이 수

정보완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해서 노력해왔다는 이다. 이는 복지

지출의 증가압력에서 순차 으로 진 으로 시행해온 복지개 과 조세개

, 보건개  등에서 알 수 있다. 1997년 이후 스웨덴은 격한 복지지

출의 부담을 떠안지 않았으며, 국민부담율도 일정 수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성공요인은 -마이드 모델과 연 임 정책, 완 고용을 

달성하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타 과 의의 거버 스 구조이다. 경

제 기와 복지재정의 폭발 인 증가속에서도 스웨덴이 보편  복지국가

로의지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당과 야당, 경 자와 노동자,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남성과 여성 등 서로 다른 치와 이해 계를 가진 집

단들의 타 과 상의 정책 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라. 독일

고부담 고복지 국가가 국가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인 

노동시장유연화와 극  노동시장정책  교육의 개 이 시에 선제

으로 이루어져 경제 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의 국가들 보다 경제  

성과가 우수하여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동시에 보장수 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경제 기 시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없이도 경제 기의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와 

보장수 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 높이 평가될 요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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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 으로 고부담 고복지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여건이 좋

지 않을 때 이를 인지하고 선제 으로 극 인 개 을 통해 조성함으

로써 실제 기에도 좋은 결과를 보인 성공 인 사례라 단된다.

특히 돋보이는 은 이러한 개 의 주체가 통상 이념 으로는 복지의 

확 를 정치기반으로 하는 좌 정권이 지지층의 반 에도 불구하고 과도

한 복지를 삭감하면서도 기 응에 충분한 수 의 복지를 유지하 으

며, 동시에 여 히 고부담 고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노동시장유연성과 극  노동시장정책  교육의 개 을 추구

하 다는 이다. 즉 독일의 개 과정에서 가장 요했던 은 집권당의 

지도자가 복지축소에 반 하는 정치  지지기반의 의사를 거슬려서 차기

집권에 실패하면서도 정한 수 으로 복지지출을 이고(즉 축소하면서

도 경제 기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수 을 유지함), 그 지출구조도 

고부담 고지출이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교육과 극  노

동시장 심으로 가져간 강력한 지도력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 자유화의 특징은 1950년 와 1960년 의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노동자와 고용주의 계가 아직도 제조산업 분야에서 강하여, 이 

분야에서는 숙련노동자가 보호되고 있는 반면, 핵심 인 제조업분야 외

에서는, 특히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비숙련 노동자들에 해

서는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 화의 경

향이 강하다. 특히 훈련이 직장 심의 도제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이 화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이 늦게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주로 조직력이 약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여 정치 으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조세를 더 걷도록 하

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정책을 지지할 여건이 낮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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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영국

보수당이 집권한 1970년  후반부터 1990년  반까지는 근로자들

의 근로동기를 제고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추

진하가 다. 이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의 복지개  정책기

조를 수용하여 더욱 근로 심 인 사회시스템을 지향하는 “활성화”정책

을 추진하 다. 활성화 정책은 극  노동시장정책을 포 하는 개념이

다.  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정책기조가 유지되었음에도 재 경제의 

지표상으로 나타난 실 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 이다. 재의 보수당 정

부도 복지 시스템의 효율화와 정책 목표의 제고를 해 시스템을 간소

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노동공  활성화를 해 노동에 

한 강한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1990년 반

이후 빠른 속도로 확 되었다. 활성화 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공  

제고와 고용가능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유지시

키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잔여  성격의 복지제도, 국가경쟁력 

약화, 비교  많은 인구와 인구 구성의 다양성 등은 덴마크와 같은 유연

안정성 측면의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있어 탈규제  자유시장

을 채택함으로써 실업율을 낮추는 성과를 도출하 다. 하지만 신자유주

의에 입각해 실업에 한 사회보장정책의 정도도 낮고 실업자들을 고용

으로 유도할 극  노동시장 정책도 미미한 수 이다. 따라서 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과 낮은 임 의 서비스 

직업의 성장이 취업률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사회  불평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 어 정부의 활성화 정책 후인 90년  반이후 국경제는 양호

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그리고 일정수 의 소득분배 수 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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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는 경제  호황과 더불어 유연화와 활성화 정책의 상호작용과 

이를 뒷받침한 유연화 정도가 높은 국가치곤 비교  높은 공공사회지출 

수 이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극 노동시장 정책

 공공부문을 심으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이고 인 자원의 활용

도를 높인 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

은 덴마크와 같은 황 률로서의 선순환 과정을 이루고 있지 못하여 지

 심각한 재정 기를 맞고 있다. 

  바. 일본

<문제 >  첫째, 노동시장 개 과 복지 개 의 비조응성이다. 탈규제

 시장정책에 의해 임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두껍게 형

성하고, 소  ‘격차사회’가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발 해 갔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치유하기 한 복지개 에는 소홀했다. 2000년

 반까지, 오히려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한 복지 축소가 단행되었으

며, 이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사회  배제를 래하 다. 

둘째, 노동시장과 복지개 의 비조응성은 무엇보다 정규직 고용 형태

를 정상 인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된 사회보험 심의 복지제도에 기인

한다. 사회보험 원리를 따르는 일본의 복지제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

소화하는 신, 주로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기여로 재원이 조달되며, 수

권은 피보험자의 고용기간과 기여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심의 복지제도는 고용경력이 짧고 기여능력이 약한 비정규직과 근로빈

곤층을 제도 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창 고조되던 1990년 부터 2000년  

반까지 일본의 노동운동은 정규직 심의 경제  실리주의와 노사 조  

태도로 일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사회  배제를 암묵 으로 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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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일조했다. 노동운동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했으며, 포  사회정책을 철시키기 한 극 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2000년  반 이후에야 비정규직에 한 사회  보호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데, 이는 그 동안의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주요 정당의 정책 변화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유연성이 덴마크와 같을 정도로 진 된 상

황과 사회보장이 이에 제 로 처하지 못한 경우의 일본의 문제 을 

고려할 때 일단 방향은 무엇보다도 소득안정성과 극  노동시장정책을 

재수 보다 폭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게 노동시장유연성에 해 사회보장 인 응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존의 국가비교를 통한다면 어느 방향이 될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를 Thelen(2012)의 논

의를 심으로 보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02) 첫째로, 규제가 거의 

없는 미형의 형태, 둘째로 북구형에서 상 으로 유연성에 해 규제

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셋째로 북구형에서 상 으로 유연성

에 한 규제가 있는 스웨덴, 넷째로 노동시장의 이 구조가 있는 륙

형의 독일처럼 이 구조가 있지만 그 이 구조사이에 실제에 응하는 

이동이 가능한 유연한 이 구조 국가, 다섯째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

구조가 있으면서 이 이 구조가 경직 이어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와 함께 이에 한 복지의 응도 차이

102) 연  김인춘 박사님의 자문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오해나 오류에 의한 잘못은 자의 책

임이다.



제4장 결론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23

가 난다. 첫째로, 노동시장유연성에 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형은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체계가 미약하다. 이 경우 

계 투쟁 인 사회  이 성이 존재하여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한 모델

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둘째와 셋째의 북구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체 으로 노동시장유연성에 해 복지시스템이 폭 으로 응하

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도 높고 경제  효율성도 

높은 우수한 결과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과 

정치  세력이 있는가를 고려할 때 당장의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넷째의 독일의 경우는 노동자의 역량에 따라 제조업의 핵심 인력에 

해서는 보호를 하지만 그 외의 인력에 해서는 보호의 정도가 낮은 유

연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특징은 이 화가 존재하지만 이러

한 유연성 상태의 이동이 노동자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여 이루

어진다는 것과 이에서 탈락하여 보호를 덜 받는 비핵심인력으로 된 경

우에는 기 보장과 가족에 한 서비스를 통해 복지 으로 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섯째의 한국과 일본은 노동시장에서의 보호가 노동

자의 역량에 비례하기 보다는 노조와 기업의 담합에 의한 내부자 보호

의 경향 등에 의해 경직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

동자에 한 복지가 아직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을 토 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와 이

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형태는 우리나라가 경직 인 이 구조 노동시

장이라는 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는 유연한 이 구조 노동시장으

로 이행하고, 이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은 덜 보호 받는 노동자를 

심으로 가족복지제도나 기 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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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복지국가유형에 따른 표 인 국가의 노동시장유연성에 

한 복지시스템의 응결과를 국제비교 연구하여 상보성이 있는 계에 

한 시사 을 얻어 우리나라에 한 정책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연구과정에서 각국의 사례를 정리함에 있어 공통 인 기 이 제시되

었으나 각국의 특수성과 자료의 제한으로 이러한 공통  기 에 의한 

사례정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한 제도의 상보성에 한 일반  

이론에 근거하여 구체 인 사항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  목 이

었으나 일반  이론이 지 보다 더 구체 으로 발 되어야 이러한 당

의 목 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한 연구가 더 되어야 한다. 더 나아

가 최근의 정치과정을 시하는 이론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하 다. 이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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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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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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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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