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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서 론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첫
단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

｝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8~2007년 사이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함.
□ 일본 노동시장이 한국보다 유연하다고 평가되는 원인을 찾고 또한 양국 노
동시장 개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노동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것으로 평
가되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찾고자 함.
또한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을
｝
파악코자 함.

II.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 기존 연구에서 쓰인 개별자료 비교 및 가중평균에 의한 분석의 단점을 보
완하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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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분야에 따라 개별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 있으나 범위의
제약성이 있음.

｝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는 가중평균
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비교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통계적 정당
성이 부족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부분
만을 고려한 제한적 방법이며 가중평균 산출과정의 통계적 정당성이
부족
◦ 산출의 용이성과 대표적 국제기관인 OECD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
주성분분석은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
｝
◦ 개별 자료의 비교와는 달리 다양한 자료를 사용
◦ 가중평균 산출방식과 달리 인위적 가중치의 부여를 배제하기 때문에
통계적 근거가 명확함.
◦ 관찰 가능한 개별 자료의 선형결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을 측정할 수 있음.

III.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측정
및 비교

｝
OECD 국가 중 자료가 가용한 22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을 반
영하는 8개의 변수에 대해 주성분분석 적용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영하는 자료로는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직 사
용에 대한 규제 및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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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률을 사용
◦ 안정성을 반영하는 자료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업보험의 소득
보장률을 사용
◦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22개국만 분석
□ 고용보호법제(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
준

｝
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
◦ 2007년 기준 우리나라 EPL은 2.01로 28개국 중 16위이며 OECD 평균
(2.12)과 유사한 수준

◦ 정규직 고용보호(28개국 중 10위)와 임시직 사용규제(28개국 중 12위)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EPL은 2.04로 OECD 평균 1.95를 상회하며 28개
국 중 12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음.
◦ OECD 국가들은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였고 특히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그리스의 규제완화 폭이 큼.
◦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7년 사이 정규직(2.37), 임시직(1.69) 및 집단해
고(1.88)에 관한 고용보호 변화가 전혀 없었음.
◦ 세 가지 분야에서 비교대상 22개국의 평균이 모두 하락한 점을 감안하
면 우리나라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
□ 파트타임 비중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실업률은 반대 결과를 보임.
우리나라(8.9%)는 그리스(7.8%)에 이어 두 번째로 파트타임 비중이 적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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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근로계약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이 경직적임.
◦ 파트타임 비중은 1998년 6.7%에서 2007년 8.9%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교대상국 평균 18.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장기실업률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장기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따라서 장기실업률로 평
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실업자는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구직활동을 지속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서 장기실업률이 낮게 나타
나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평균 이하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관련 정부지출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

｝
실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상당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GDP의 약 0.11%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지
출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 22개국 중 19위로 평균 0.45%에 비해 크
게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2007년 GDP의 0.27%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사용하였
지만 비교대상국 평균 0.8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 역시 비교대상국 평균 73%에 비해 크게 낮은

54% 기록하여 안정성 저해요인이 됨.
□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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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유연성 및 안정성(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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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호의 상대적 상승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로 인해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하락이 예상됨.
◦ 1998년과 2007년 사이 우리나라의 상대적 고용보호 정도는 모두 상승
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유연성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됨.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
로 노동시장 안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주성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하단의 <그림 A> 참조).
｝
1998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의 도입
과 도입범위의 확대 그리고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제고하는 노동관련법 및 제도의 개정으로 OECD 평균 유지

｝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부족한 상태를 반영하여 안정성은
최하위권

｝
2007년에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나 우리나라는 안정성 향상 없이 유연성
마저 하락
□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
는 실정(하단 <그림 B> 참조)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비교대상 OECD 22개국 중 11위로
평균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2007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22개국 중 18위로 전통적으로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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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동시장을 보유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및 프랑스에 이어 5번
째로 경직적임.

｝특히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4개국은 지난 10년간 안정성의
향상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유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의 개
선이 전혀 없었음.
상대적 고용보호의 상승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가 유연성 및 안정
｝
성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그림 B>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1998~2007년)
비교대상국 전체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계산 결과

IV. 한․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일본과의 비교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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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성적
은 평균 이하

｝
양국 모두 1998년 이후 유연성 및 안정성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일본의 노
동시장이 한국보다 유연한 것으로 평가됨.
양국 노동시장 유연성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공통된
｝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양국 간 정규직 고용보호의 격차는 정규직 해고 절차상 난이도 차이에 기인

｝
우리나라 정규직의 해고통보 절차는 일본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
에 5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서면 및 구두통보 모두 쓰이지만 법적인 조항은 없으며 노
조에 통보하는 것은 관례 수준임.

｝
해고통보에 앞서 필요한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
직적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할 경우 1일,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 40일이 필요하나 일본의 경우 양자 모두 1일이 필요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제약이 있어 우리나라는 유연성이 부족

｝
우리나라는 24개월 이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강제규정이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총 사용기간은 24개월로
제한이 있음.
◦ 일본의 경우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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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며 초과 시 정규직 강제전환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파견직 근로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으로 인
해 유연성 저해

｝
우리나라는 파견근로 사용이 가능한 직종을 32개로 제한
◦ 파견근로가 가능한 직종을 32개로 제한하고 건설, 하역, 선원, 유해업무
등에는 파견근로 사용을 항시 불허
◦ 일본의 경우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파견근
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제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

｝
우리나라 파견직 허용기간은 24개월로 제한되어 있음.
◦ 파견직 근로가 허용된 32개 직종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 미만이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기간은 최장 24개월로 제한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일반파견업무의 경우 36개월이며 26개 전문업종의 경우에
는 기간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파트타임 활용도가 미흡한 상황

｝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로 인해 파트타임 활용이 저조한 상황
◦ 2007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파트타임의 비중은 8.9%로 일본의 20.9%
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 및 근로시간의 경직성으로 파트타임 활용도
가 낮은 편이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제공되지 못하여 노동
시장의 내부수량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
□ 한․일 간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차는 주로 정규직 해고 절차 난이도 및 임
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기인(하단 <그림 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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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실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부문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일본보다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C>는 주성분분석에 사용된 개별자료를 OECD 비교대상국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수치를 나타냄.
◦ 고용보호지수(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및 장기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유연
할수록 수치가 커지도록 전환하였으므로 방사형 도형이 커질수록 노동
시장이 유연함을 의미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장기실업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일본보다 경
직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파트타임 비중 및 정규직 고용보호의 격차가 크고 임시직 고용보
호의 격차 역시 확대되었음.

<그림 C> 한․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1998년

2007년

주: 1) 양국의 해당 자료를 OECD 비교대상국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준화했음.
2) 고용보호지수(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및 장기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유연할
수록 수치가 커지도록 전환하였음. 따라서 그림에서 방사형 도형이 커질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함을 의미

□ 한․일 양국 모두 유연성 및 안정성 동반 제고를 위한 균형 잡힌 노력이 필
요(하단 <그림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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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임시직 사용규제 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축소로 유연성 및
안정성 동반 하락

｝
일본은 장기실업률 상승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축소, 실업보험 소득보
장률 하락으로 유연성, 안정성 모두 하락

｝
양국 모두 유연성 및 안정성 동반 제고를 위한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
◦ 한국은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및 임시직 고용보호를 낮추는 노력
이 필요
◦ 일본의 경우 임시직 사용규제 완화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로 인해 장기실업률이 상승하
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
책과 병행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림 D> 한․일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
한국

일본

주: 1) <그림 C> 주 참조
2) 방사형 도형이 커질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안정적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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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

｝
고용보호의 상대적 상승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로 유연성 및 안
정성 모두 하락하는 추세

｝
정규직 해고요건 및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
고 있음.

｝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와 파견직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대한 제
약이 유연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한․일 간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차는 주로 정규직 해고 절차 난이도 및 임
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기인

｝
우리나라 정규직의 해고통보 절차가 일본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파견직 사용범위 및 허용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노
｝
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일본 노동시장 개혁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
일본 노동시장의 개혁은 정규직 고용보호의 완화 없이 임시직 위주로 진
｝
행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임시직의 고용비중이 크게 확대됨.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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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의 축소로 인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하락함.
□ 양국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 및 안정화 정책의 균형 잡힌 병행이 필요

｝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정책이 병행되지
않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
◦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가 축소되고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이 낮아져 장기실업률이 상승하고 유연성 제고에는 실패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함께 안정화 정책의 병행이 필요
◦ 실업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보완적 도구
◦ 일본이 유연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제고에 실패한 이유는 안정
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
◦ 유연안정성(flexicurity)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의 예에서 보듯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과 안정화 정책은 병행되어야 함.

- 19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Ⅰ. 서 론
Ⅱ.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Ⅲ.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Ⅳ. 한 ․ 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Ⅴ. 결 론

I. 서 론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첫
단계

｝
세계화․탈제조업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세계화․탈제조업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
◦ 유연성의 증대는 단시간 노동(파트타임), 기간제 고용, 파견노동 등 다양
한 형태의 비정규 노동을 증대시켜 고용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
려 존재
◦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 증대

｝
노동시장의 개혁에 앞서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파악해야 함.
◦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준을 진단
◦ 노동시장의 성공적 개혁을 이룬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
라 노동시장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
□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
하고자 함.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은 주성분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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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측정
◦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은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8년, 2003
년 및 2005년 OECD 국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나
안정성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
◦ 특히 1998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안정성의 개선 없이 유연성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음.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의 분석을 2007년까지 확대 적용코자 함.
｝
◦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의 분석은 자료의 제약에 의해 일부 자료
를 외삽법(extrapolation)에 의해 생성하였으며 분석 연도도 3개년(1998년,
2003년 및 2005년)으로 제한적

◦ 현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의 자료가 가용
◦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의 분석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
지 10년간 OECD 국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를 측정코자
함.
□ 한․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수준을 비교하고 일본 노동시장이 한국보다 유
연하다고 평가되는 원인을 찾고자 함.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노동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것으로 평
｝
가됨.
◦ 종신고용제로 대변되는 일본 노동시장은 고용조정이 어려운 까닭에 경
직적일 것으로 인식됨.
◦ 그러나 OECD 자료 및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의 분석 결과 일본
노동시장은 한국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 노동시장이 한국보다 유연하다고 평가되는 원인을 찾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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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주성분분석에 사용된 개별 변수의 비교를 통해 일본 노동시장이 우리
나라보다 유연하다고 평가되는 원인을 찾고자 함.
◦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주성분분석에 사용된 변수 이외에도 일본 노
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요소를 파악코자 함.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코자 함.
｝
◦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배경 및 노동법 체계상의 공통점을 가짐.
◦ 양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코자
함.
◦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유연안정성
(flexicurity)정책의 수립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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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1. 유연성 및 안정성의 개념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

｝
유연성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 시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을 신속하게 변
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 기업의 경우 유연성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으로 변신하여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민첩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근로자의 경우 유연성은 졸업, 구직, 일자리 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업
과 고용 사이를 이동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과정을 더욱 성공적
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따라서 유연성은 기업의 해고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동시장 구성원 모두가 경제여건 변화에 성공적으
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안정성 역시 직업뿐만 아니라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도 포함하는 광범위
한 개념
◦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
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도 포함
◦ 또한 실직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소득의 안정성(income security)도 포함
◦ 따라서 안정성은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개념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근로자가 일생 동안 자신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
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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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도 다양

｝
Wilthagen and Tros(2004)는 유연성 및 안정성 구성요소를 개념적으로 다양
한 측면에서 분류
◦ Wilthagen and Tros(2004)는 유연성을 외부수량적 유연성(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내부수량적 유연성(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내부기능적 유연

성(internal functional flexibility) 및 외부기능적 유연성(external functional
flexibility)으로 구분

◦ 안정성은 직무안정성(job security),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소득안
정성(income security) 및 결합안정성(combinational security)으로 구분
◦ 유연성 및 안정성 각각의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제시
(<표 1> 참조)

<표 1> 유연성 및 안정성의 분류
안정성
유연성

직장안정성

․고용계약 형태
외부수량적
․고용보호법제
유연성
․조기퇴직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결합안정성

․고용서비스/ 적
․실업보험
․휴가기간 중
극적 노동시장
․기타 사회보장
해고 금지조항
정책
․최저임금
․훈련/평생학습

․파트타임 보조
내부수량적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호법제
혜택
․다양한 휴가계
유연성 ․파트타임계약 ․훈련/평생학습 ․연구장학금
획
․질병 혜택
․직무 다변화
내부기능적
․훈련
유연성
․노동임대

․훈련/평생학습
․근무순환
․성과급 임금체 ․자발적 근로시
․팀워크
계
간 조정
․다기술화

․사회보장보험 ․단체임금협상
․노동비용 조정
외부기능적
변경
․근로시간단축 ․자발적 근로시
․사회보장보험
유연성
․고용보조금
관련 사회보장 간 조정
삭감
․고용 시 혜택
혜택 조정
자료: Wilthagen and Rogowski(2002) 및 Wilthagen and Tros(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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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수의 개별 변수로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여
야 함.
◦ Wilthagen and Tros(2004)의 분류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
성 및 안정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변수가 유연성, 또는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사전적으로 단정
할 필요가 없으며 인위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배제하여야 함.

2.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방법
(1) 기존의 측정 방법
□ 개별 자료 비교 및 가중 평균에 의한 분석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용이성 때
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임.
관심 분야에 따라 개별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한 방법 중
｝
하나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중에서 특정 측면에 관심이 있을 경우 개
별 변수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
◦ 예를 들어 내부수량적 유연성에 관심이 있을 경우 전체 근로자 중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
◦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지는 못함.

｝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 및 안정성 비교에는 가중평균에 의한 비교가 보
편적으로 쓰임.
◦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개별 변수의 가중평균을 통해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
◦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
◦ 인위적 가중치에 대한 경제적․통계적 정당성을 제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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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1)
□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비교한 대표적인 사례는 OECD
의 고용보호입법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
근로자 해고과정의 복잡성이나 비용, 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제 등을 수치
로 계량화하여 가중평균을 산출
◦ (i)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보호, (ii)임시직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규제, (iii)집단해고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조사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평가
◦ 총 21개의 항목을 바탕으로 가중평균을 구함(<표 2> 참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나 절차 등을 계량화
｝
◦ 정규직 근로자 해고 절차상의 난이도, 사전통보 기간 및 해고보상금 규
모, 해고의 난이도 등 총 9개 항목을 계량화
◦ 절차상 난이도는 통보 절차, 통보에 소용되는 기간을 근거로 작성
◦ 근속연수가 9개월, 4년 및 20년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필요한 사전통
보 기간 및 해고보상금의 규모를 통해 고용조정의 용이성을 측정
◦ 부당해고의 정의, 고용보호 미적용 기간, 부당해고보상금, 부당해고 시
복직의 가능성, 부당해고에 대해 제소를 허용하는 기간(2008년 추가 사
항) 등을 기준으로 해고의 난이도를 측정

｝
임시직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로 구분하여 측정
◦ 기간제 계약 허용 범위, 허용 횟수 및 허용 기간을 바탕으로 기간제 근
로자의 사용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측정함.

1) 일부에서는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라고도 불린다. 여기에 정리된
내용은 OECD "Employment Policies" 홈페이지를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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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 고용보호지수의 산정 기준
Level 1

Level 2
기준

Level 3
비중

기준

Level 4
비중

절차상 난이도 (1/3)

정규직
개별해고에
대한 보호

사전통보 및
해고비용

기준
통보 절차

(1/2)

통보에 앞서 필요한 기간

(1/2)

근속기간별
사전통보
기간

(1/3)
근속기간별
해고보상금

(5/12)

9개월 근무 시

(1/7)

4년 근무 시

(1/7)

20년 근무 시

(1/7)

9개월 근무 시

(4/21)

4년 근무 시

(4/21)

20년 근무 시

(4/21)

부당해고의 정의

(1/5)

고용보호 미적용 기간

(1/5)

해고의 난이도 (1/3) 부당해고보상금
부당해고 시 복직 가능성
고용보호
지수
(EPL)

비중

(1/5)
(1/5)

부당해고에 대한 제소 허용 기간 (1/5)

기간제 계약

기간제 계약 허용 범위

(1/2)

(1/2) 기간제 계약 최대 허용 회수

(1/4)

기간제 계약 최대 허용 기간

(1/4)

파견직 허용 범위

(1/3)

파견직 계약 갱신 허용 여부

(1/6)

파견직 최장 허용 기간(누적)

(1/6)

파견직 사용에 관한 허가 및
보고 필요

(1/6)

정규직과의 동등대우 보장

(1/6)

집단해고의 정의

(1/4)

추가 통보 조건

(1/4)

통보 이전에 필요한 기간

(1/4)

기타 고용주 부담 비용

(1/4)

임시직 근로에
(5/12)
관한 규제
파견직 근로

집단해고에
관한 규정

(1/2)

(2/12)

주: Venn(2009) 및 OECD "Employment Policies"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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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허용 범위, 허용 기간, 파견직 사용에 대한
허가 및 보고의 필요성(2008년 추가 사항), 정규직과의 동등대우(2008년 추
가 사항) 등으로 파견직 사용에 관한 규제를 측정함.

｝
집단해고의 난이도를 개별 해고와 분리하여 계량화
◦ 특정 규모 이상의 해고에 대한 규제를 개별해고의 경우와 분리하여 계
량화
◦ 집단해고의 정의, 개별해고 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통보의무 유무, 통
보 이전에 필요한 기간, 기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바탕
으로 산출
□ 범위의 제한성과 통계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임.
노동시장 유연성의 일부를 나타내는 지수
｝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부분
만을 고려한 방법
◦ 고용보호와 관련된 법의 존재 여부와 실제 법 적용 간의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함.
◦ 그러나 산출의 용이성과 대표적 국제기관인 OECD의 공신력을 바탕으
로 널리 쓰이고 있음.
가중평균 산출 과정의 통계적 정당성이 부족
｝
◦ 각종 개별 변수를 0에서 6 사이의 수치로 계량화하는 과정(<표 3>,
<표 4>, <표 5> 참조)이 인위적임.

◦ 개별 변수의 가중평균 산출 시 사용된 가중치의 통계적 정당성이 부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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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용보호지수의 수량화 기준: 정규직 고용보호
구 분

단위 및 설명
0

항목1:
통보 절차

평가점수 산정방법
평가점수
1
2
3
4
5

Scale 0-3
0 구두통보
1 서면통보
2 제3자(근로자협의회 등) 통보 필요
3 제3자의 허가 필요

항목2:
(일): 경고, 구두통보, 서면통보 등에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되는 기간
9개월 근무 시
(월)
항목3:
(월)
4년 근무 시
사전통보 기간
(월)
20년 근무 시
9개월 근무 시
(월 급여 대비)
항목4:
(월 급여 대비)
4년 근무 시
해고보상금
(월 급여 대비)
20년 근무 시
Scale 0-3
0 근로자 능력부족, 직무의 중복성
항목5:
1 연령, 근속기간 등 고려
부당해고의
2 해고 전 전근, 재훈련 필요
정의
3 근로자 능력부족은 사유가 안 됨
항목6:
(월): 정규직 고용보호가 적용되지
고용보호
않고 부당해고 제소가 불가능한 기간
미적용 기간
(월 급여 대비): 20년 근속자의
항목7:
부당해고 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당해고보상금
보상금
Scale 0-3
항목8:
0 복직요구권 없거나 사례가 없음
부당해고 시
1 가끔 복직이 이루어짐
2 자주 복직이 이루어짐
복직 가능성
3 거의 항상 복직이 이루어짐
항목9:
(월): 해고통보 후 부당해고 제소가
부당해고에 대한
가능한 최장 기간
제소 허용 기간

Scale (0-3)×2

≤2

<10

<18

<26

0
0
<1
0
0
0

≤0.4
≤0.75
≤2.75
≤0.5
≤0.5
≤3

≤0.8
≤1.25
≤5
≤1
≤1
≤6

≤1.2
<2
<7
≤1.75
≤2
≤10

<35

<45

≥45

<1.6 <2
≥2
<2.5 <3.5 ≥3.5
<9
<11 ≥11
≤2.5 <3
≥3
≤3
<4
≥4
≤12 ≤18 >18

Scale (0-3)×2

≥24

>12

≤3

≤8

>9

>5

>2.5 ≥1.5 <1.5

≤12 ≤18 ≤24 ≤30

>30

Scale (0-3)×2

해고
발생
전

≤1

≤3

주: Venn(2009) 및 OECD "Employment Policies"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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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9

≤12

>12

<표 4> 고용보호지수의 수량화 기준: 임시직 사용
구 분

단위 및 설명
0

평가점수 산정방법
평가점수
1
2
3
4
5

Scale 0-3
0 직무 자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 허용
항목10:
고용주의 필요 또는 근로자의 필요 중
1
기간제 계약 허용
하나에만 대해 허용
고용주의 필요 또는 근로자의 필요 양
범위
2
자 모두에 대해 허용
3 제한 없음
항목11: 연속가능
(수)
무제한 ≥5
계약횟수
항목12:
(월)
무제한 ≥36
최장 누적기간
Scale 0-4
0 파견근로는 불법
항목13:
1 특정 산업에만 허용
파견근로가
2 객관적 사유에만 허용
허용된 근로형태
3 일반적으로 허용(특정 예외조건 존재)
4 일반적으로 허용(예외조건 없음)
항목14:
파견직 계약갱신 허용 / 불허
허용 여부
항목15:
무제한 ≥36
파견직 최장 허용 (월)
기간 (누적)
Scale 0-3
항목16:
0 불필요
파견직 계약에
1 담당기관의 허가 필요
관한 허가 및
2 정기적 보고 필요
보고 필요
3 허가 및 보고 필요
Scale 0-2
항목17:
0 의무사항 없음
정규직과의
1 임금 또는 근로조건 보장
동등대우 보장
2 임금 및 근로조건 보장

6-(Scale (0-3)×2)

≥4

≥3

≥2 ≥1.5 <1.5

≥30 ≥24 ≥18 ≥12 <12

6-(Scale (0-3)×2)

블허

-

허용

-

≥24 ≥18 ≥12 >6

Scale (0-3)×2

Scale (0-2)×2

주: Venn(2009) 및 OECD "Employment Policies"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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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표 5> 고용보호지수의 수량화 기준: 집단해고
평가점수 산정방법
구 분

단위 및 설명

평가점수
0

1

2

3

4

5

6

Scale 0-4
0 집단해고에 관한 추가 규제 없음
1 50인 이상 해고 시 집단해고 적용
항목18:
집단해고의 정의 2 20인 이상 해고 시 집단해고 적용

Scale (0-4)×6/4

3 10인 해고 시 집단해고 적용
4 10인 이하 해고 시 집단해고 적용
Scale 0-2: 근로자협의회 및 정부기관 이외
항목19:
추가 통보 조건

0 추가 통보 조건 없음

Scale (0-2)×3

1 1개 추가 기관에 통보
2 2개 이상 추가 기관에 통보

항목20:
통보 이전에
필요한 기간

항목21:
추가 고용주
비용

(일수)

0

Scale 0-2: 추가 해고보상금이나 재고용,
재훈련 비용을 위한 사회기부가 필요한지
여부
0 해당 없음

<25

<30

<50

<70

<90 ≥90

Scale (0-2)×3

1 추가 해고보상금 또는 사회기부
2 추가 해고보상금 및 사회기부

주: Venn(2009) 및 OECD "Employment Policies" 홈페이지 참조

(3)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측정
□ 주성분분석은 관찰 가능한 변수들을 통해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를 추정
하는 방법2)

2)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과 관련하여 주성분분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의 제II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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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분분석의 기본 가정은 관찰 불가능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 관찰
가능한 변수들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자체는 일종의 잠재변수(underlying variable)
로서 관찰이 불가능한 주성분
◦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변
수들이 관찰 가능함(예를 들어 OECD의 고용보호법제(EPL) 지수, 전체고용 중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
등)

◦ 주성분분석은 주성분(본 분석의 경우 유연성 및 안정성)이 관찰 가능한 여
러 변수들의 선형결합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

｝
통계적으로 최적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주성분을 관찰 가능한 변수들로 표
현
◦ 주성분분석은 상호 관련된 여러 변수가 하나의 자료를 구성할 때 이들
변수가 나타내는 변화(variation)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자료의 차원
(dimensionality of a data set)을 줄이는 방법

◦ 개별 변수의 선형결합에 의해 표현되는 주성분의 분산을 극대화하는
가중치를 구함.
◦ 따라서 인위적 가중치를 사용한 고용보호법제지수와는 달리 가중치의
통계적 정당성을 가짐.
◦ 특히, 주성분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주성분
이 서로 다른 통계적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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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1. 분석의 대상
□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측정
및 비교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8개의 변수에 대해 주성분분석
적용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 다수의 국가
에 공통적으로 가용한 자료는 제한적
◦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다양한 자료가 가용하지만 이에 해당
하는 우리나라의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용 불가능
◦ 주성분분석의 통계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동일한 측면을
중복 측정한 자료를 제외3)하고 총 8개의 변수를 선택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반영하는 자료
◦ 고용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직 사용
에 대한 규제 및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를 측정한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가 사용됨.
◦ 다양한 고용계약이 보장된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단시간근로가 널리
활용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취업자 중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4)을 선택
3) 예를 들어, 실업급여에 관한 사회적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한 측
면을 측정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으로 대체되었으며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지수 및 해고비용지수는 OECD의 EPL 지수로 대체되었다.
4) OECD가 각국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공통정의에 따라 파트타임근로
자는 제1 직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호주 및 일본의 경
우 1998년부터 각각 2000년 및 2001년까지의 자료가 가용하지 못하다. 따라서 각국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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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실업자의 구직가능성이 낮아져 실업이 장기
화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실업률5)을 사용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이 강화될수록 실업자의 재취업 과정이 원
활해져서 고용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6)에 대한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
◦ 실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클수록 실업자의 생활이 안정적인 점을
반영하기 위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7)에 대한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
◦ 실업자의 소득흐름이 안정적일수록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8)을 사용

｝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22개국만 분석
◦ 분석대상에는 유럽 16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및 스웨덴)과 비유럽 6개국(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이 포함

◦ 일부 동구권 국가와 저소득 OECD 국가의 경우 선택된 자료가 가용치
못하여 제외하였음.
◦ 자료의 제약으로 제외된 국가로는 동구권 4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
로바키아)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및 터키가 있음.

5) 장기실업률은 실업자 중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
는 실업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6) OECD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훈련, 고용유인정책, 고용보조,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창업유인정책 등 OECD
분류번호 20부터 70까지가 포함된다.
7)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실업자의 소득보전 프로그램, 실업보험, 조기퇴직지원책 등
OECD 분류번호 80부터 90까지가 포함된다.
8) OECD에서 발표하는 초기 소득보장률(initial rate of replacement) 중에서 평균근로자 소득
의 67%를 벌면서 자녀가 둘 있고 유일한 가구소득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를 선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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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자료의 비교
(1) 고용보호법제 및 유연성 관련 자료
□ 고용보호법제(EPL)9)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표 6> 및 <그림 1> 참조)

｝
OECD 국가 간 고용보호법제(EPL)의 수준은 임시직의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터키(3.50), 포르투갈(3.36), 멕시코(3.23) 등의 고용보호는 상당히 높은 수
준
◦ 반면 미국(0.66), 캐나다(1.06), 영국(1.11) 등은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 노동
시장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 간 EPL 격차는 주로 임시직의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됨.

｝
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
◦ 2007년 기준 우리나라 EPL은 2.01로 28개국 중 16위이며 OECD 평균
(2.12)과 유사한 수준이며 따라서 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임을 의미
◦ 이는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28개국 중 26위)가 약한 것에 기인
◦ 정규직 고용보호(28개국 중 10위)와 임시직 사용규제(28개국 중 12위)만을
고려할 경우10) 우리나라 EPL은 2.04로 OECD 평균 1.95를 상회하며 28
개국 중 12위를 기록

9) EPL의 경우 총 30개국 중에서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8개국의 자료가 가
용하며 주성분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일지라도 개별 자료의 분석에는 포함하였음.
10) 정규직과 임시직만 고려한 경우를 EPL version 1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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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용보호법제의 수준(2007년)
국명
터키
포르투갈
멕시코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한국
체코
헝가리
덴마크
슬로바키아
스위스
일본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OECD 평균

전체
점수 (순위)
3.50 (1)
3.36 (2)
3.23 (3)
3.01 (4)
2.90 (5)
2.82 (6)
2.72 (7)
2.51 (8)
2.50 (9)
2.40 (10)
2.33 (11)
2.20 (12)
2.19 (13)
2.15 (14)
2.13 (15)
2.01 (16)
1.99 (17)
1.86 (18)
1.78 (19)
1.75 (20)
1.60 (21)
1.45 (22)
1.44 (23)
1.33 (24)
1.29 (25)
1.11 (26)
1.06 (27)
0.66 (28)
2.11

정규직
점수 (순위)
2.56 (6)
4.17 (1)
2.25 (13)
2.46 (8)
2.47 (7)
2.33 (11)
2.25 (14)
1.73 (20)
2.86 (5)
3.00 (3)
1.77 (19)
2.88 (4)
2.06 (16)
2.37 (9)
2.17 (15)
2.37 (10)
3.05 (2)
1.92 (17)
1.63 (22)
2.31 (12)
1.16 (26)
1.87 (18)
1.42 (24)
1.60 (23)
1.70 (21)
1.12 (27)
1.25 (25)
0.17 (28)
2.10

임시직
점수 (순위)
4.88 (1)
2.75 (7)
4.00 (2)
3.50 (4)
3.63 (3)
3.13 (5)
3.13 (6)
2.63 (8)
1.63 (13)
1.25 (17)
1.88 (9)
1.19 (19)
1.75 (11)
1.50 (14)
1.88 (10)
1.69 (12)
0.88 (22)
1.38 (15)
1.38 (16)
0.38 (25)
1.13 (20)
1.00 (21)
0.88 (23)
0.63 (24)
1.25 (18)
0.38 (26)
0.25 (27)
0.25 (28)
1.79

집단해고
점수 (순위)
2.38 (22)
2.88 (14)
3.75 (4)
3.13 (11)
2.13 (24)
3.25 (9)
2.88 (15)
4.13 (2)
3.75 (5)
3.75 (6)
4.88 (1)
3.00 (13)
3.63 (8)
3.25 (10)
2.63 (20)
1.88 (26)
2.13 (25)
2.88 (16)
3.13 (12)
3.75 (7)
3.88 (3)
1.50 (27)
2.88 (17)
2.38 (23)
0.38 (28)
2.88 (18)
2.63 (21)
2.88 (19)
2.95

주: 1) OECD EPL 중 전체 고용보호의 경직성을 기준으로 국가 배열
2) EPL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총 28개국 비교
3) 전체 EPL은 OECD의 방식에 따라 정규직, 임시직 및 집단해고 관련 EPL에
각각 5/12, 5/12, 2/12의 가중치를 주어 계산한 가중평균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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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보호법제의 수준(2007년)

주: <표 6> 주 참조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 1998~2007년 사이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 완화와는 달리 우리나라 고용
보호에는 변화가 없었음(<그림 2> 참조).

｝
OECD 국가들의 경우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 변화가 주로 관찰됨.
◦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의 변
화는 관찰되지 않음.
◦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
제완화가 관찰되며 특히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그리스의 규제완화 폭
이 큼.
◦ 일부 국가에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규제가
상당히 낮은 일부 국가에 한정
◦ 집단해고의 경우 덴마크 규제완화 외에 변화가 없음.
◦ 전체 EPL의 변화는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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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용보호법제의 변화(1998~2007년)
전체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7년 사이 정규직(2.37), 임시직(1.69) 및 집단해
고(1.88)에 관한 고용보호 변화가 전혀 없었음.
◦ 세 가지 분야에서 비교대상 22개국의 평균이 모두 하락한 점을 감안하
면 우리나라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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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타임 비중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실업률은 반대 결과를 보임.

｝파트타임 비중으로 측정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적
(<그림 3> 참조)

◦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제공됨.
◦ 따라서 근로자 및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시간근로가 확대됨.
◦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고용의 36.1%가 파트타임으로 노동시장이 상당
히 유연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8.9%)는 그리스(7.8%)에 이어 두 번째로 파트타임 비중이 적은
국가로 근로계약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
임.
장기실업률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
나타남(<그림 3> 참조).
◦ 고용보호가 강해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기존 취업자가 현재의 일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짐.
◦ 따라서 노동시장의 노동흐름(labor flow)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실업을 벗
어날 확률이 낮아짐.
◦ 결과적으로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늘어나고 장기실업률(전체 실업자 중 1
년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상승함.

◦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은 2007년 0.7%로 비교대상 22개국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
◦ 따라서 장기실업률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실업자는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구직활동을 지속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서 장기실업률이 낮게 나타
나는 점을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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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2007년)
파트타임 비중

장기실업률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나라 파트타임 비중의 변화는 거의 없었음
(<그림 4> 참조).

◦ 파트타임 비중은 1998년 6.7%에서 2007년 8.9%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교대상국 평균 18.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파트타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장기실업률은 같은 기간 1.5%에서 0.6%로 낮아졌으며 여전히 비교대
상국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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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장기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스웨덴,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장기실업률은 하락

<그림 4>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 변화(1998~2007년)
파트타임 비중

장기실업률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2) 안정성 관련 자료
□ 평균 이하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관련 정부지출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

｝
실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상당히 낮은 수준(<그림 5> 참조)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 고용의 안정성
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음.
◦ 벨기에(1.08%), 덴마크(1.02%), 스웨덴(0.92%)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앵글
로색슨형 국가(영국(0.05%), 미국(0.10%), 호주(0.14%), 캐나다(0.15%))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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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GDP의 약 0.11%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지
출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 22개국 중 19위로 평균 0.45%에 비해 크
게 낮은 수준

｝
실업자의 소득안정성과 관련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지출 수준은 상당히 낮음(<그림 5> 참조).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소득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득안
정성을 제고함.
◦ 우리나라는 2007년 GDP의 0.27%를 실업자의 소득보전에 사용하였지
만 비교대상국 평균 0.8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
낮은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역시 안정성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그림 5> 참조).

◦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이 높을수록 실업자의 소득안정성이 제고됨.
◦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은 덴마크(89%), 네덜란드(88%)로부터 뉴질랜드
(52%), 미국(52%)까지 다양하게 분포

◦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소득보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
장이 유연한 앵글로색슨형 국가들이 낮은 소득보장률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3분의 2 수준이며 두
자녀가 있고 가구 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의 실업보험의 소득보장
률이 54%로 비교대상국 평균 7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축소로 1998년 이후 안정성이 훼손될 우
려가 있음(<그림 6> 참조).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크게
축소
◦ 비교대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1998년 GDP 대비
평균 0.66%에서 2007년 0.45%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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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정성 관련 자료의 비교(2007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주: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3분의 2를 벌면서 두 자녀가 있고 가구
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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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안정성 관련 자료의 변화(1998~2007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1998년 GDP 대비

0.38%로 비교대상 22개국 중에서 15위 규모였으나 2007년에는 0.11%
로 크게 축소하여 20위를 기록
◦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지출 축소가 관찰되며 이로 인
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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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확대되었으
나 여전히 낮은 수준
◦ 비교대상국 대부분에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감소가 관찰
됨.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GDP 대비 0.08%에서 2007년 0.27%로 크게 확
대되었으나 비교대상 22개국 중 2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

｝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안정성 제고의
역할을 하지 못함.
◦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업보험 소득
보장률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소득보장률을 낮춤:
캐나다 97% → 72%, 뉴질랜드 87% → 52%
◦ 반면 소득보장률이 낮은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률을 높임: 그리스 46% → 64%, 이탈리아 49% → 64%
◦ 우리나라 소득보장률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54%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비교대상 22개국 중 18위에서 2007년 20위로 하락

(3) 개별 자료로 살펴본 유연성 및 안정성
□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
고용보호의 상대적 상승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로 인해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하락이 예상됨.
◦ 1998년과 2007년 사이 우리나라의 상대적 고용보호 정도는 모두 상승
한 것으로 판단됨.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
로 노동시장 안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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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자료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좀 더 통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장기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역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개선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함.
◦ 따라서 좀 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개별 자료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
함.
◦ 본 보고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개별 자료로부
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3. 주성분분석의 결과
(1) 주성분의 특성
□ 2개의 주성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냄.

｝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22개국 자료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유연
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주성분(PC1, PC2)을 도출(<표 7> 참조)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주성분 도출11)
◦ 첫 번째 주성분(PC1)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 소득보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노동시장의 안정성
이라는 잠재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두 번째 주성분은 고용보호법제,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두 개의 주성분은 전체 자료의 변화 중 약 62~66%를 설명함.
11) 직교조건(orthogonality condition) 및 주성분의 개별 요소의 상대적 위치를 유지한 상태
에서 요소부하(factor loading)의 총분산(sum of variances)이 최대가 되도록 주성분의 축
을 회전하는 varimax rotatio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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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성분과 개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PL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PT

LTUR ALMP PLMP

RR

PC1

-0.32

0.06

-0.22

0.31

0.26

0.86

0.89

0.81

PC2

0.59

0.86

0.59

0.63

-0.71

-0.17

-0.14

0.27

PC1

-0.37

0.04

-0.26

0.26

0.25

0.89

0.90

0.85

PC2

0.56

0.88

0.56

0.67

-0.66

-0.14

-0.09

0.19

PC1

-0.38

-0.03

-0.33

0.29

0.24

0.91

0.89

0.87

PC2

0.56

0.90

0.42

0.70

-0.70

-0.11

-0.09

0.08

PC1

-0.36

-0.09

-0.44

0.22

0.28

0.93

0.86

0.88

PC2

0.57

0.89

0.35

0.75

-0.65

-0.04

-0.08

-0.04

PC1

-0.37

-0.07

-0.45

0.24

0.24

0.93

0.86

0.89

PC2

0.55

0.89

0.34

0.76

-0.68

-0.01

-0.09

-0.02

PC1

-0.37

-0.19

-0.51

0.27

0.26

0.95

0.89

0.85

PC2

0.61

0.88

0.22

0.78

-0.56

0.02

-0.12

-0.13

PC1

-0.40

-0.17

-0.53

0.31

0.38

0.95

0.90

0.86

PC2

0.62

0.87

0.18

0.77

-0.55

0.00

-0.16

-0.04

PC1

-0.42

-0.20

-0.58

0.31

0.51

0.92

0.88

0.86

PC2

0.62

0.87

0.11

0.77

-0.42

0.02

-0.17

-0.05

PC1

-0.45

-0.22

-0.57

0.30

0.57

0.88

0.87

0.85

PC2

0.62

0.87

0.08

0.77

-0.36

-0.02

-0.17

-0.02

PC1

-0.40

-0.24

-0.58

0.37

0.59

0.87

0.84

0.85

PC2

0.65

0.86

0.06

0.77

-0.31

-0.04

-0.25

0.08

누적분산

0.62
0.63
0.64
0.63
0.64
0.64
0.66
0.66
0.64
0.64

주: 1)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EPL 지수가 높아지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EPL 지수와
유연성을 나타내는 주성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옴.
2) PT=파트타임 비중, LTUR=장기실업률, ALMP=적극적 노동시장정책
PLMP=소극적 노동시장정책, RR=실업보험 소득보장률

(2)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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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연성 및 안정성(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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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일정 그룹을 형성
◦ 유연성이 높은 반면 안정성이 낮은 앵글로색슨형 그룹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가 포함됨.
◦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를 포함
하는 유럽대륙형 그룹은 앵글로색슨형에 비해 낮은 유연성과 높은 안
정성을 보임.
◦ 남유럽형 그룹에 속하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낮은 수준이며 특히 유연성이 크게 낮은 상황
◦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및 스웨덴을 포함하는 북유럽형 그룹은 유럽
대륙형 그룹과 유사한 유연성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유

｝
1998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OECD 평균 이하
◦ 1998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북유럽형이나 유럽대륙형과 유
사한 수준을 나타냄.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도입범위의 확대 그리고 근
로자파견제도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관련법
및 제도의 상당부분이 개정된 것이 기인
◦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고용의 안정
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부족한 상태를 반영하여 안정
성은 최하위권
◦ 고용보호는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므로 직업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유
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07년에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변
화가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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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1998~2007년)
비교대상국 전체

유연안정성(flexicurity) 달성 국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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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도 1998년과 유사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음.
◦ 북유럽형에 속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성 및 안정성이 모두 향상되
었으며 유럽대륙형에 속하던 스위스 역시 유연성 및 안정성이 모두 향
상되어 2007년에는 북유럽형에 접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7년까지 안정성의 향상 없이 유연성마저 평균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임.
□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
는 실정(<그림 8> 참조)

｝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
가 관찰됨.
◦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가 향상된 국가가 있는 반면 양자 모두 하락한
국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안정성 변화가 관찰됨.
◦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
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유연성 및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성공적 유연안정성(flexicurity)정책이 관찰됨(<그림 8> 참조).
◦ 한국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핀란드 및 노르웨이에서 유연
성 및 안정성 모두가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비교대상 OECD 22개국 중 11위
로 평균 수준에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2007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22개국 중 18위로 전통적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보유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및 프랑스에 이
어 5번째로 경직적임.
◦ 특히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4개국은 지난 10년간 안정성
의 향상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유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의 개선이 전혀 없었음.

- 54 -

｝
상대적 고용보호의 상승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가 유연성 및 안정
성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개별 자료의 변화에 의하면 상대적 고용보호 수준의 상승이 유연성 하
락의 원인으로 추정됨.
◦ 또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 역시 노동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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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1. 한․일 간 주성분분석 결과 비교
□ 유사한 역사적 배경 및 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일본과 비교할 필요

｝
OECD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은 개혁은 평균
이하의 성적
◦ 일본은 그간 종신고용제의 전통으로 상당히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지
한 것으로 인식됨.
◦ 그러나 주성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보다 더 유연하고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본 역시 1998년 이후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하락하는 추세
◦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노동시장
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노동시장이 우리보다 더 유연한 이유를 파악하
고 또한 양국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공통적 이유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
□ 양국 모두 유연성 및 안정성의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일본 노동시장이 우리
나라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9> 참조).

｝
양국 노동시장은 1998년 이후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하락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안정성의 소폭 하락과 함께 유연성이 크게 감소
하였음.
◦ 주성분분석 결과 비교대상 2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은 1998년 11위에서 2007년 18위로 하락하였고 안정성 역시 21위에서

22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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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앵글로색슨형 국가에 속하던 일본의 노동시장은 그 이후 유연
성 및 안정성 양자의 하락을 보여줌.
◦ 일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3위에서 2007년 10위로 하락하였으
며 안정성 역시 17위에서 19위로 하락

｝
그러나 일본 노동시장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 일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22개국 중 10위로 우리나라(18
위)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한 원인은 주성분분석에 사용된 개별자료의
비교를 통해 파악되어야 함.
<그림 9> 한․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1998~2007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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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성 개별 자료의 비교
(1) 전체 고용보호법제의 비교
□ 한․일 간 고용보호 격차는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 차이에 기인

｝
최신(2008년) EPL 자료의 비교에 의하면 일본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수준은
한국에 비해 낮음(<그림 10> 참조).
◦ 고용보호의 전체 수준을 비교하면 일본(1.73)은 30개국 중 24위를 기록
한 반면 우리나라(2.13)는 17위를 기록
◦ 정규직 고용보호의 수준은 한국(2.29) 12위 및 일본(2.05) 18위를 기록하고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는 한국(2.08) 14위 및 일본(1.50) 21위를 기록
◦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의 경우 한국(1.88) 28위 및 일본(1.50) 29위로 순위
상 큰 격차가 없음.

<그림 10> 한․일 간 고용보호법제의 비교(2008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
양국 간 전체 EPL 격차는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추정됨.
◦ EPL을 구성하는 세 항목 모두에서 일본의 고용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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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에서의 차이가 큼.
◦ 자세한 차이는 세부항목의 비교를 통해 검증해야 함.

(2) 정규직 고용보호의 비교
□ 양국 간 정규직 고용보호의 격차는 정규직 해고 절차상 난이도 차이에 기
인(<그림 11> 및 <표 8> 참조)

<그림 11> 한․일 간 정규직 고용보호의 비교(2008년)

주: 1)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표 8> 참조
2) 정규6(고용보호 미적용 기간)의 한국자료가 가용치 않기에 비교 불가능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
우리나라 정규직의 해고통보 절차는 일본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할 경우 서면통보가 필요하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에 5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서면 및 구두통보 모두 쓰이지만 법적인 조항은 없으며 노
조에 통보하는 것은 관례 수준임.

｝
해고통보에 앞서 필요한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
직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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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할 경우 1일,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 40일이 필요
◦ 일본의 경우 양자 모두 1일이 필요
<표 8> 한․일 고용보호지수 비교(정규직)
구 분

단위 및 설명

점수

한 국
설명

점수

일 본
설명

Scale 0-3

- 개인적인 사유의 경우
서면통보
- 법적 조항은 없으나
-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
1 서면통보
일반적으로 구두 및
근로자대표 혹은 노조
3.5
3.0 서면통보 모두 쓰임
에 50일 이전에 통보,
제3 자( 근로자협의회
- 노조에게 통보하는 것
2
해고회피노력 필요, 공
등) 통보 필요
이 관례
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자 선택기준 필요
3 제3자의 허가 필요
0 구두통보

정규1:
통보 절차

정규2:
(일): 경고, 구두통보,
- 개인적인 사유의 경우
통보에 앞서 서면통보 등에 소요되는 3 1일, 경영상의 이유인 0 - 1일
경우 40일
필요한 기간 기간

정규3A~3C:
근속기간별
사전통보
기간

정규4A~4C:
해고보상금

9개월
근무 시

(월)

3 - 1개월

3 - 30일

4년
근무 시

(월)

2 - 1개월

2 - 30일

20년
근무 시

(월)

1 - 1개월

1 - 30일

9개월
근무 시

(월 급여
대비)

0 - 해당 없음

0 - 해당 없음

4년
근무 시

(월 급여
대비)

0 - 해당 없음

0 - 해당 없음

20년
근무 시

(월 급여
대비)

0 - 해당 없음

0 - 해당 없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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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및 설명

점수

한 국
설명

점수

일 본
설명

Scale 0-3
- 정당: 근로규율 위반,
- 정당: 능력부족, 규율
근로자 능력 부족,
불법행위, 경력사칭, 근
0
위반, 사업상의 이유
직무의 중복성
무능력 부족 등과 긴박
및 해고회피노력을 동
정규5:
한 경영상의 이유
연령, 근속기간 등
반한 직무중복
1
2 - 부당: 국적, 성, 신념, 병 2
부당해고의
고려
- 부당: 성, 출산 및 육
가, 출산 및 육아상의
정의
해고 전 전근, 재훈
아, 직무 관련 병가 및
2
이유, 노조에 해고회피
련 필요
정당한 해고요건 미충
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
근로자 능력 부족은
족시
3
지 못한 경우
사유가 안 됨
- 법적 규정은 없으나
- 법적 규정은 없으나 일
대략 2~6개월(보통 3
정규6:
(월): 정규직 고용보호가
반적으로 해고발생 3개
개월)
고용보호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N/A
4
- 2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이내에 법원에 제소
미적용 기간 제소가 불가능한 기간
30일 사전통보 기간
하여야 함
적용
- 법원판결에 의해 체불
임금 지급 및 복직 가능
- 체불임금 지급 및 복
(월 급여 대비): 20년
정규7:
-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직
근속자의 부당해고 시
1 가능
1 - 복직 대신 정상적인
부당해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해고보상금 및 체불임
- 노사위원회 해고/복직
보상금
보상금
간 체불임금 및 추가 금
금
전적 보상 요구 가능
Scale 0-3
복직요구권 없거나
0
사례가 없음
정규8:
가끔 복직이 이루어
- 부당해고의 경우 복직
- 법원의 판결에 의한 복
1
부당해고 시
6
6
짐
직은 항상 가능
은 항상 가능
복직 가능성
자주 복직이 이루어
2
짐
거의 항상 복직이 이
3
루어짐
정규9:
(월): 해고통보 후
부당해고에
6 - 제한 없음
부당해고 제소가 가능한 2 - 3개월 이내
대한 제소
최장 기간
허용 기간
주: Venn(2009) 및 OECD Employment Policies 홈페이지 참조

- 61 -

(3) 임시직 사용규제의 비교
□ 기간제 계약의 사용기간에 제약이 있어 유연성 결여(<그림 12> 및 <표 9> 참
조)

<그림 12> 한․일 간 임시직 사용규제 비교(2008년)

주: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표 9> 참조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
24개월 이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강제규정이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총 사용기간은 24개월로
제한이 있음.
◦ 24개월 초과 시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강제규정이 있음.
◦ 일본의 경우 3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사용의 객관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
◦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이며 초
과 시 정규직 강제전환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파견직 근로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으로 인
해 유연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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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 사용이 가능한 직종을 32개로 제한12)
◦ 파견근로가 가능한 직종을 32개로 제한
◦ 건설, 하역, 선원, 유해업무 등에는 파견근로 사용을 항시 불허
◦ 일본의 경우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파견근
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부터 제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
<표 9> 한․일 고용보호지수 비교(임시직)
구 분

단위 및 설명

Scale 0-3
직무 자체가 기간이
0
있는 경우에 허용
고용주의 필요 또는
1 근로자의 필요 중 하
나에만 대해 허용
고용주의 필요 또는
기간1:
2 근로자의 필요 양자
기간제 계약 허용 범
모두에 대해 허용
위

3 제한 없음

한국
점수

설명

일본
점수

설명

- 기간제 근로자의 사
용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의 사항
외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미만 기간제 계
- 사업완료에 필요한
약은 기간제 근로자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의 객관적 이유
- 휴직, 파견의 결원보
를 명시하지 않아도
충
0
1 가능
- 근로자의 학업 및 훈
- 숙련공이나 60세 이
련이수기간을 정한
상 고령층의 경우 5
경우
년 미만 기간제 계약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가능
의한 고용의 경우
- 전문적 지식의 활용
이 필요한 경우나 실
업대책에 의한 고용
의 경우

기간2: 연속가능 계약
(수)
횟수

- 무제한
- 반복갱신 후 갱신 거
- 총 24개월 미만에 한
0
0 부 시 고용주는 정당
해 무제한 갱신
한 사유를 제시하여
야함

기간3: 최장 누적기간 (월)

3

- 24개월 이상 고용 시
0 - 무제한
정규직으로 간주
<표 계속>

12) 부록의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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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및 설명

한국
점수

설명

일본
점수

설명

Scale 0-4

- 32개 직종에만 허용
- 단, 일시적, 간헐적인
인력확보의 경우 예
특정 산업에만 허용
외 허용
- 항만운송, 건설, 경
객관적 사유에만 허용 2.25 - 단, 건설, 하역, 선원, 1.5 비, 의료부문을 제외
유해업무 등에는 항
한 모든 경우 허용
일반적으로 허용(특정
시 불허
예외조건 존재)
- 쟁의 중인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허용(예외
는 파견금지
조건 없음)

0 파견근로는 불법
1
파견1: 파견근로가 허 2
용된 근로형태
3

4

파견2: 파견직 계약갱
허용 / 불허
신 허용 여부

2 - 허용

파견3: 파견직 최장
(월)
허용기간(누적)

- 32개 직종의 경우 24
개월로 제한하나 고
령자의 경우 초과가
- 26개 전문적 업무의
능
2
1 경우 제한 없음
- 임시적이거나 간헐적
- 그 외에는 36개월
인 사유로 고용할 경
우 3개월, 1회 연장
가능

2 - 허용

Scale 0-3
- 장관의 허가가 필요
0 불필요
파견4: 파견직 계약에
- 관련 부서의 허가 또
하며 3년마다 갱신해
관한 허가 및 보고 필 1 담당기관의 허가 필요 6
6 는 신고 필요
야함
요
- 매년 보고 필요
2 정기적 보고 필요
- 매 6개월마다 보고
3 허가 및 보고 필요
Scale 0-2
- 동일 업무에 대해 임
- 적절한 근로조건을
금 및 근로조건에
파견5: 정규직과의 동
유지하기 위해 사용
임금 또는 근로조건 6
있어 차별 금지
3
1
사업주는 필요한 조
등대우 보장
보장
- 노동위원회에 차별
치를 취해야 함
시정 신청 가능
임금 및 근로조건 보
2
장
0 의무사항 없음

주: Venn(2009) 및 OECD Employment Policies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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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직 허용기간은 24개월로 제한되어 있음.
◦ 파견직 근로가 허용된 32개 직종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 미만이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기간은 최장 24개월로 제한되어 있음(하단의 <Box 1> ｢파
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일본의 경우 일반파견업무의 경우 36개월이며 26개 전문업종의 경우에
는 기간제한이 없음.13)

<Box 1>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
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 12. 21.>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
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④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2. 21.>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
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변천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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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해고에 관한 조항 비교
□ 집단해고의 정의에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어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음(<그림 13> 및 <표 10> 참조).

｝
일반적으로 전체 인원의 10% 이상 해고 시 집단해고로 규정되어 중소기업
의 집단해고가 어려운 상황
◦ 100명 이하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10인 이상을 해고할 경우 집단해
고로 간주됨.
◦ 100~999명 사업장에서 10% 이상 해고 시,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0인 이상 해고 시 집단해고로 간주됨.
◦ 일본의 경우 일률적으로 30인 이상의 해고를 집단해고로 정의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집단해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
임.

<그림 13> 한․일 간 집단해고 비교(2008년)

주: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표 10> 참조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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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일 고용보호지수 비교(집단해고)
구 분

단위 및 설명

한국
점수

설명

일본
점수

설명

Scale 0-4
0

집단해고에 관한 추가 규
제 없음

1

50인
해고

집단해고1 :
집단해고의
20인
2
정의
해고

3

10인
적용

4

10인
해고

- 100명 이하 사업장에
서 1개월 이내에 10인
이상 해고 시 집단
이상 해고 시
적용
- 100~999명 사업장에서
이상 해고 시 집단 4.5 1개월 이내에 10% 이 3
상 해고 시
적용
- 1,000명 이상 사업장
해고 시 집단해고
에서 1개월 이내에
100인 이상 해고 시
이하 해고 시 집단
적용

Scale 0-2: 근로자협의회 및
정부기관 이외
집 단 해 고 2 : 0 추가 통보 조건 없음
추가 통보
1 1개 추가 기관에 통보
조건
2개 이상 추가 기관에
2
통보
집단해고3 :
통보 이전에 (일수)
필요한 기간

3

-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
의무
- 노동부에 해고 30일
3
전까지 보고
(무보고 시 제재 없음)

-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
의무
- 공공고용부서에 보고

0

- 추가 지연 없음

0

- 추가 규제 없음

- 해고기준 및 해고자
선정 등에 관해 성실
0
한 협의를 해야 함
- 회고회피 노력 필요

- 추가 비용 없음

Scale 0-2: 추가 해고보상금이
나 재고용, 재훈련 비용을 위
한 사회기부가 필요한지 여부
집 단 해 고 4 : 0 해당 없음
추가 고용주
0
추가 해고보상금 또는 사
비용
1
회기부

2

- 1개월 이내 30명 이상
해고 시

추가 해고보상금 및 사회
기부

주: Venn(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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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의 비교
□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파트타임 활용도가 미흡한 상황

｝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로 인해 파트타임 활용이 저조한 상황
◦ 2007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파트타임의 비중은 8.9%로 일본의 20.9%
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임시직 사용에 관한 규제로 파트타임 활용도가 낮은 편임.
◦ 또한 근로시간의 경직성으로 인해 파트타임 활용도가 낮은 편임.
◦ 파트타임 비중이 낮은 것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제공되지 못하
여 노동시장의 내부수량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

 장기실업률은 낮은 편이나 이는 노동시장과의 연계(labor market attachment)가
약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장기실업률은 2007년 0.6%에 불과하여 일본의 3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장기실업률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일본보다 높은 것
으로 추정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화 되는 경향이 강해
서 장기실업률이 과소평가되고 있음.

(6) 종합 비교
□ 한․일 간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차는 주로 정규직 해고 절차 난이도 및 임
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기인

｝
장기실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부문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일본보다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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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는 주성분분석에 사용된 개별자료를 OECD 비교대상국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한 수치를 나타냄.14)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장기실업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일본보다 경
직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파트타임 비중 및 정규직 고용보호의 격차가 크고 임시직 고용보
호의 격차 역시 확대되었음.
<그림 14> 한․일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1998년

2007년

주: 1) 양국의 해당 자료를 OECD 비교대상국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준화했음.
2) 고용보호지수(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및 장기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유연할수
록 수치가 커지도록 전환하였음. 따라서 그림에서 방사형 도형이 커질수록 노
동시장이 유연함을 의미

｝
정규직 해고 절차와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가 양국 유연성 차이
의 원인
◦ 우리나라 정규직의 해고통보 절차가 일본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파견직 사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음.
◦ 파견직 허용기간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제한적임.
14) 고용보호(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및 장기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수치가
커지도록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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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모두 유연성 및 안정성 하락을 경험
<그림 15> 한․일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
한 국

일 본

주: 1) <그림 14> 주 참조
2) 고용보호지수(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및 장기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유연할수
록 수치가 커지도록 전환하였음. 따라서 그림에서 방사형 도형이 커질수록 노
동시장이 유연하고 안정적임을 의미

｝
한국은 임시직 사용규제 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축소로 유연성 및
안정성 동반 하락
◦ 한국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임시직 사용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되
었고 파트타임 비중은 다소 늘었지만 장기실업률이 상승하여 유연성
하락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와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의 상대적 하락은
안정성 하락의 원인

｝
일본은 장기실업률 상승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축소, 실업보험 소득보
장률 하락으로 유연성, 안정성 모두 하락
◦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노력
◦ 그러나 실업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축
소하여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장기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여
전체 유연성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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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뿐만 아니라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하락으
로 소득안정성도 훼손
◦ 결과적으로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 하락

｝
양국 모두 유연성 및 안정성 동반 제고를 위한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
◦ 한국은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및 임시직 고용보호를 낮추는 노력
이 필요
◦ 일본의 경우 임시직 사용규제 완화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로 인해 장기실업률이 상승하
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
책과 병행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양국 모두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그 외 임금 관련 고려사항
□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문제로 우리나라 임금은 유연성이 부족15)

｝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여급의 고정급적 성격이
강하게 됨.
◦ 평균임금의 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만 제외됨. 따라서 상여급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됨.
◦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변동성이 커지
면 근로자의 저항이 발생
◦ 따라서 평균임금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15) 박준성(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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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급도 고정급 성격이 강해짐.16)
◦ 우리나라 상여급의 대부분이 기본급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
에 기본급 상승과 함께 증가하며 따라서 고정급적 성격이 강함.
◦ 결과적으로 임금의 경기연동성 및 성과연동성이 약해지고 임금경직성
이 증대

｝
일본의 상여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유연화의 역할
을 할 수 있음(<표 11> 참조).
◦ 일본은 임금의 정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등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주기가 3개월 이상인 임금은 제외
◦ 일반적으로 상여급의 지급주기는 6개월 내지 12개월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 따라서 경기연동성 및 성과연동성이 강해도 근로자의 저항이 적기 때
문에 임금유연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음.
<표 11> 한․일 간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차이
구 분

한 국

일 본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
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그 명칭의 여
하를 불문하고 노동의 대상으로서 사
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산정기간 사유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사유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
․임시로 지급된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제외대상
로서 일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단,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은 포함
․3개월이 넘는 주기로 지급된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노동기준법 제12조 제3항)
주: 박준성(2008)에서 인용(p.93)
16) 비록 상여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최근 3개월 내에 상여급 수령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의 변동성은 커진다. 따라서 최근 3개월 대신 지난 12개월간 지급한 임금의 3
개월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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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임금의 연공성은 일본보다 높아 임금유연성을 저해

｝
전 근속연수대에 걸쳐 일본보다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표 12> 참조)
◦ 5~9년 근속의 경우 관리사무직 및 생산직 모두 일본보다 높은 연공성
을 보임.
◦ 20년 이상 근속의 경우 특히 생산직에서 일본보다 높은 연공성을 보이
고 있음.
◦ 이는 기본급 구성항목 중에서 연공급 성격을 가진 호봉급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 기인함.17)
<표 12> 임금연공성 국제비교
구 분
관리사무직

생산직

근속연수

한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프랑스

5~9년

152.6

127.7

111.3

112.0

124.9

20년 이상

218.0

214.7

126.9

101.9

131.0

5~9년

163.9

135.1

111.7

112.9

122.9

20년 이상

241.0

210.8

123.9

119.6

150.1

주: 근속연수 0~1년 근로자 임금 대비 백분율
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2008. 3)를 대한
상공회의소(2009)에서 재인용(p.23)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임금피크제 실시에 한계가 있
는 점이 연공성 임금의 유연화를 저해18)
◦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야 유효함.
◦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나 2007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일 경우19) 예외로
17) 노동부(2008) 참조
18)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Box 2> ｢근로기준법｣ 제94~97조를 참조
19) 일본 대법원은 불이익의 정도,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 노동조합과의 교섭상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변경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용을 유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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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도록 노동계약법 개정

<Box 2>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97조)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
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
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다.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
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는 판례를 보였으며 2007년 이를 명문화하는 노동계약법 개정이 있었음(대한상공회의
소(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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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

｝
고용보호의 상대적 상승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로 유연성 및 안
정성 모두 하락하는 추세

｝
정규직 해고요건 및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
고 있음.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파
｝
견직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 역시 유연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한․일 간 노동시장 유연성의 격차는 주로 정규직 해고 절차 난이도 및 임
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기인

｝
우리나라 정규직의 해고통보 절차가 일본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파견직 사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노동시장의 유
｝
연성을 저해하고 있음.

｝
파견직 허용기간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제한적임.
□ 일본 노동시장개혁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
일본 노동시장의 개혁은 정규직 고용보호의 완화 없이 임시직 위주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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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임시직의 고용비중이 크게 확대됨.20)

｝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 소득보장률의 축소로 인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하락함.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고용보호의 완화로 유연성을 제고
｝
하고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유연안
정성(flexicurity)정책의 실시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및 안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한국의 경우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로 유연성이 하락하고 노동시
｝
장 안정화 정책의 규모 역시 축소되어 유연성 및 안정성 동반 하락

｝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정책이 병행되지
않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
◦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가 축소되고 실업보험 소득보장률
이 낮아져 장기실업률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유연성 제고에는 실패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함께 안정화 정책의 병행이 필요
◦ 일본이 유연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제고에 실패한 이유는 안정
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
◦ 실업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
20) 日本 總務省 統計局(2009) 자료에 의하면 1984년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3,936만 명 중
에서 15.4%에 달하는 604만 명이 비정규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 포함)
이었으나 2008년에는 전체 5,159만 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1,760만 명에 달해 비
중이 34.1%로 크게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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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보완적 관계
◦ 유연안정성(flexicurity)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의 예에서 보듯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과 안정화 정책은 병행되어야 함.
◦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면서 동시에 실업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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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17131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79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
(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비 고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
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
외한다.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
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
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개정 200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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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일본 근로자파견법의 변천
해당법률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 취업조건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1985년
개정

◦ 대상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 채택
◦ 시행 당시 소프트웨어개발, 사무용기구조작, 통역․번역․
속기, 비서, 서류정리, 조사, 재무처리, 거래문서작성 등 일
본 종신고용제 전통을 훼손할 염려가 적은 13개 업무를
열거
◦ 1986년 기계설계, 방송기구 등 조작, 방송프로그램 등 연
출이 추가
◦ 1996년 연구개발, 서적 등의 제작․편집, 인테리어코디네
이터, 아나운서 등 10개 업무가 추가되어 26개 파견대상업
무로 확대

1999년
개정

◦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네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 금지업무에는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제조업이 포함

2003년
개정

◦ 제조업을 금지업무 대상에서 제외

1999년
개정

◦ 26개 기존 파견대상업무에 대해서 파견기간 제한을 철폐
하였으나 파견기간이 3년을 넘을 경우 직접 고용토록 행
정지도
◦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한정

2003년
개정

◦ 26개 전문업무의 파견기간을 제한하던 행정지도를 폐지
◦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

파견의
대상

사용기간

주: 김승택(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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