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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정투
자가 저하하는 패턴을 보였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
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증대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자발
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때 가능하다. 기업투자는 기업환경, 투자
전략, 경제전망,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기업투자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불완전
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
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많은 보호를 받으며 규제 또한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
산요소 조달시장으로서의 노동시장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에 대
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는 미진하기 그지 없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갭을 메워 보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의 투자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고용보호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국가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에 개발된 동
태적 패널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고용보호 완화
가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보호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 대해 임시직 고용보호 및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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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선 원내 프로포잘 세미나에 참석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홍기석 교수와 인천대학교 이인재 교
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세미
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을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을 비롯하
여 두 분의 익명의 논평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계량분석과
정에서 자문에 응해주신 미국 Alabama대학교 경제학과 이준수
교수와 본 분석과정에서 통계작업을 수행해 준 서울대학교 석
사과정 김병철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결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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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
다. 첫째, 기업의 투자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고용보호의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주는 영
향은 고용보호법제지수의 특성상 개별국가 분석보다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패널분석이 적절하다. 둘째로 고용보호
를 완화한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가 고용보호를 완화
한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려
고 하는 기업데이터는 1991～2008년간의 국가별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다.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OSIRIS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과 사례분석 결과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1991～2008년 기간의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고
용보호와 기업투자 간 관계를 새로운 계량경제학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투자를 위축시
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별로 측정된 고용보호의
강화는 근로자의 해고비용 상승, 조정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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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의 자금제약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고용보호의 강화는 큰 기업의 자금제약
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 규모의 기업은 자금제
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국가별 고용보호 강화와 기업투자 간에는 음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대상국은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보호 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노동비용을 증대시키
는 고용보호 강화와 기업투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
음을 보여준다.
넷째로 우리나라의 해고비용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고비용은 30개 OECD 국가
중 28위로 나타났다. 해고비용은 91주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노동부문의 순위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의 완화
가 필요하다. 높은 고용보호는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
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해고비용의 축소를 포함한
고용보호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시에 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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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연구기관으로
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노동시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
다. 이 같은 고용보호 완화조치는 고용 그 자체의 증가는 물론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높은 상태의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은 높은 해고비용의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
고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고비용이
높은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근로자
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한편, 높은 조정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해고비용
이 높은 경우 기업의 투자정책과 고용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가져온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확보(flexicurity)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고용보호의
완화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보호
의 완화는 분명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만 근로자들을
고용위험이나 소득위험에 더 노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
호의 완화와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결합하는 일은 일자리의 전
환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불안정
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실업보험의 설계는 근로자들
에게 소득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의

요약

11

유연성 유지와 적당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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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간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업의
고정투자 저하를 나타내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
재력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정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업
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특
히 기업의 투자는 기업환경, 정부정책, 기업의 투자전략, 경제의
미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기업투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증대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때 가능하다.
기업을 둘러싼 중요한 시장은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이다. 이
두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특히, 노동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
태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보호는 일부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강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세계은행이나 OECD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 고용보호 및 노동규제는 비교
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요소 조달시장으로서의 노동시장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는 미진하기 그
지 없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갭을 메워 보려는 시도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규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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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변수를 고
려하여 투자모형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자함수를 추정
한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 보고서에는 전통적으로 투자함수에
고려되는 미시적인 투자 결정요인과 함께 정책적인 함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국가별 고용보호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함수를 추정한다. 둘째,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유
럽의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
나,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유럽 일부 국가를 대상으
로 한 분석을 확대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셋째, 기업투자함수를 추정하는 경우에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
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기업자료를 이용한 동태적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실
증분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의 투자변화에 영
향을 주는 요인 중 고용보호의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주는 영향은 고용보호법제지수의 특성
상 개별국가 분석보다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이 효
과적일 것이다. 둘째, 고용보호를 완화한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가 고용보호를 완화한 구체적인 제도들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OECD 주
요국과 우리나라의 투자 추이를 분석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으
로서 기업투자의 변화요인을 정리하며,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간단한 이론과 함께 주요 실증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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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국가별 데이터 및 계량경제학적인 모델 및 추
정방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호
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를 계량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
장에서는 고용보호를 완화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
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호 완화의 내용을 사례조사한
다. 이 같은 사례조사에서는 주로 고용보호 완화의 배경, 주요
내용 및 성과 등을 살펴보았고,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관
계에 대한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과 사례조사 결과를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분석결과가 주는 정
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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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의 투자 추이와 기업투자의 변동요인
<간지>

1. 주요국의 GDP 및 투자변화율 추이

(1) OECD 국가의 GDP 및 투자변화
OECD 국가1)의 GDP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의 변화 추이를 간
단히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2)

OECD 국가의 GDP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은 1990년대 초반 급격
한 감소를 나타냈다. 1994～2000년까지 비교적 견조한 GDP 및
투자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00년대 초반 다시 급격한 투자증
가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OECD 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GDP성장률보다 투자증가율
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침체기인 1980～1983년 기
간, 1990～1994년 기간과 2000～2003년 기간에는 GDP성장률이
투자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DP성장률과 투
자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투자증가율은 1980～2008
1) World Bank가 GDP와 유형고정자산 형성을 추계할 때 고려한 High-income
OECD 국가는 모두 27개국으로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헝가
리, 노르웨이,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아일랜드, 슬로바키
아,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
국,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을 포함한
것이다.
2) 여기서 GDP성장률은 불변GDP의 성장률을 사용하였고, 투자증가율은 불
변 유형고정자산 형성액의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불변GDP와 불변 유형고
정자산 형성액은 모두 WDI database에서 구한 것이고, 모두 미국달러로
환산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OECD 전체의 경우 2007～2008년의 OECD
유형고정자산 형성액 자료는 아직 제공되지 않아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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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 중에 2.9%를 나타내고 있고, GDP성장률은 2.6%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1> OECD 주요국의 투자증가율

자료: World Bank(2009) WDI 데이터베이스

<표 1>은 1981～2008년 기간 중의 GDP성장률과 투자증가율
을 기간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GDP성장률은

1981～1994년 기간과 1995～2008년 기간에 각각 2.78%와
2.40%를 나타냈으나, 투자증가율은 각각 2.82%와 2.94%를 나
타내 1995년 이전보다 그 이후 더 높은 투자증가율을 나타냈
다. 또한 1995～2008년 기간에는 GDP성장률보다 투자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OECD 국가의 GDP성장률 및 투자증가율
구 분

1981～ 1985～ 1990～ 1995～ 2001～ 2006～ 1981～ 1995～ 1981～
1984
1989
1994
2000
2005
2008
1994
2008
2008

GDP성장률

2.35

3.80

2.10

2.99

1.99

1.89

2.78

2.40

2.59

투자증가율

1.11

5.70

1.30

4.31

1.50

2.43

2.82

2.94

2.88

주: OECD 투자증가율의 경우 1981～2007년까지의 결과
자료: World Bank WDI databas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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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GDP 및 투자변화
<그림 2>는 우리나라의 GDP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을 보여준
다. 1980년초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겪고 난 이후 한국경제는

GDP성장률이나 투자증가율 측면에서 빠른 회복을 나타냈다.
이 같은 투자의 회복추세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지만 그
이후 지속적인 투자증가율 하락이 있었다.
특히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투자증가율은 급격히
저하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
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부문 등 경제 전반
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유형고정자산 증가율도 크게 감소
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다시 투자증가율이 회복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도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증가율 그 자체도 지속적으로 낮아
<그림 2> 우리나라의 GDP성장률 및 투자증가율 변화 추이

자료: World Bank(2009) WDI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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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성
장률에 비해 투자증가율이 높은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외환위
기 이후에는 GDP성장률에 비해 투자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표 2>는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GDP성장률과 투자증가
율을 기간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GDP성장률은

1981～1994년 기간과 1995～2007년 기간에 각각 8.38%와 4.5%
를 나타내 1995년 이후의 GDP성장률의 하락이 컸으며, 두 기
간 중 투자증가율은 각각 11.5%와 2.03%를 나타냈다. 1995년
이후 투자증가율이 대폭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1995～2008년
기간에는 GDP성장률이 투자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의 GDP성장률은 높지만 투자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GDP성장률 및 투자증가율
Series Name

1981～ 1985～ 1991～ 1995～ 2001～ 2006～ 1981～ 1995～ 1981～
1984
1990
1994
2000
2005
2008
1994
2008
2008

GDP성장률

8.09

9.18

7.48

4.69

4.50

4.17

8.38

4.50

6.51

투자증가율

9.08

14.99

8.80

0.92

3.16

1.99

11.53

2.03

6.91

자료: World Bank WDI database(2009)

GDP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3)
박세령･한영욱(2008)은 선진국의 자본량과 투자율을 적정수준으
3) 하준경(2008)은 투자 활성화가 바람직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물적투자
보다 혁신투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요지의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하준경의 논문 및 그에 달려 있는 논평자의 논
평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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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여 우리나라 기간별 투자수준을 평가하였다.4) 이 결
과에 따르면 1970～1980년대는 자본스톡과 투자가 부족한 과소
투자 국면이었으며, 1980년대 말에 과소투자 국면에서 벗어났
다고 평가하였다. 1990년대에 적정수준을 넘는 투자율 증가 및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과잉투자 국면으로 이행하였지만, 외
환위기 직후 투자감소로 과잉투자 이행국면에서 이탈하고 그
이후 투자부진이 지속되면서 과소투자 상황이 심화되었다고 지
적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위주의 양적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신의 기술
진보를 실체화하는 설비투자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며, 공급측면
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설비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설비투자의 규모를 늘리는 데 초
점을 두기보다는 투하자본의 질을 높여 공급측면에서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체화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 적정자본량은 주요 선진국의 1970～2004년 중 자본량의 평균(3.0)을 사
용하였고, 적정투자율은 투자율 결정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적정자
본량(3.0), 잠재성장률(0.05), 감가상각률(0.06)의 값을 투자율 결정식에
대입하여 적정투자율(3.0)을 산출해 내고 있다. 좀 더 상세한 추정방법
및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박세령･한영욱(2008)의 연구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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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

(1)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이론적 관계
고용보호법제는 잉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보호법제는 정규직 고용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해고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다. Boeri

and van Ours(2008)는 고용보호법제를 크게 보아 두 가지 구성
요인, 즉 조세요인(tax component)과 이전요인(transfer component)
으로 구분하였다. 조세요인은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로의 화폐적
인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보호법제의 이전요인은 퇴직
위로금(severance payments)과 사전고지기간(advance notice period) 등
이고, 조세요인은 시험비용(trial cost)과 절차상의 비용(procedural
costs)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고용보호법제의 강화는 기업

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구는 총론적으로 기업
에 가해지는 규제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약
간의 이론적인 연구논문이 일부 발표되었을 뿐이다. 고용보호
강화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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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고용보호가 존재하는 경우 비생산적인 노동자에게 비
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해고비용이 높아
진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 내부자금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거나 투자계획을 축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
장 경직성은 내부자금을 새로운 투자기회에 사용할 인센티브를
없앤다. 자본이 투자된 후 곧바로 대규모로 매몰이 된다면 기
업은 고정투자를 하는 대신에 부채를 갚거나 금융자산을 구매
하는 등 다른 목적을 위해 내부자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5)
둘째로 임금협상모델(wage bargaining model)에 따르면 고용보
호의 강화가 오히려 기업투자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6) 해고비용(firing cost)은 기업이 고용보호에 들어가는 비
용의 일부를 임금인하를 통해 노동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경우
에도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게 된다. 완전경쟁적인 노동
시장을 상정하면 노동비용의 증가는 노동의 자본대체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로자와 기업 간 임금협상을 상정하는 모델에서 그
같은 대체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임금협상이
있을 때 근로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보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호법제는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기
업의 선택권은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 고용보호는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같은 임
금의 상승은 투자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즉 볼모문제(hold-up
5) Calcagnini, Giombini, and Saltari(2009) 참조.
6) Cingano et al.(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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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비용이 들어가

는 협상과정에서 만나서 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고용이 이
루어진 이후에야 기업주는 어떤 투자결정을 한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 의해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한 근로
자들로 인해 고용주는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
지고 투자하려는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더구나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노조 등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은 새
로운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임금인상의 형태로 취
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업의 투
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셋째로 고용보호가 증대되는 경우 조정비용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Alensina et al.(2003)는
규제가 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규제는 생산능력을
확장할 때 기존의 기업이 직면하는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 예컨대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규제부담은 기업
이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생산능력을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고용보호
법제는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을 증가시킨다. 고용보호가 커지
면 기업의 조정비용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조정비용
(adjustment cost)을 고려한다.7) 기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에

7) Artes(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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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커질수록 투자할 인센티브는 줄어
든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한 단위의 투자지출
이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점까지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균형 투자수준은 한계이득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점으
로 주어진다. 투자지출로 얻어진 수익은 투자지출의 증가함수
이다. 왜냐하면 투자지출이 많아질수록 신제품의 매출 증가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한계수익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으로 나
타낼 수 있다. 투자의 한계비용은 투자지출 증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 투자의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투자지출
에 사용될 자금은 내부자금으로 우선 조달되지만, 추가적인 투
자지출은 비용이 소요되는 외부자금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이
다. 한계비용곡선은 해고비용과 채용비용이 노동력 조정에 들
어가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호의 강화
와 함께 한계비용곡선은 이동하게 된다. 고용보호 완화로 인해
채용비용과 해고비용과 같은 비용이 감소하면 투자지출로 인한
기대수익은 증가된다. 왜냐하면 투자지출이 성과를 나타내려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잉여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호를 완화하
는 노동시장 개혁은 다른 사정이 일정하다면 한계비용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균형은 투자지출이 늘어난 수준에
서 이루어진다. 반대로 고용보호로 인한 해고비용 및 채용비용
의 증가는 투자지출 수준을 감소시킨다.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몇몇 이론적인 연
구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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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t(2007)는 해고비용이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익발생 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고는 기업의 단기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
는 유동성 조정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노동력
의 유동성서비스(labor’s liquidity service)라 하였다. 해고비용이 존
재하면 기업의 유동성서비스의 가치가 줄어들어 기업의 생산물
투입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고비용의 존재는 기업
의 투자정책과 고용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인
센티브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Risager and Sorensen(1994)
은 일자리 보호와 투자 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상품
수요가 가격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라고 할 때, 고용비용(hiring
cost)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아주 큰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비용증가는 이윤율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축소
시킨다고 하였다. Dixit(1997)는 노동과 자본조정의 상대적인 비
용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이 달라진다고 했다. 해고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노동감축을 통해 조정을 하는 반면에 자본조정비용은
같지만 해고비용이 높은 국가에서는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Rendon(2004)은 유동성제약은 노동시
장이 유연한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 기
업들은 자금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계약을 하게 된
다. 스페인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실증분석에서
금융제약의 완화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보다 일자
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제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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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기업투자의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왔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부분균형을 가정하고 고용보호와 기
업투자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것이며, 이 경우 고용보호는
기업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의 경우 고용
보호가 커지면 노동이 비싼 생산요소가 되고 새로운 기술을 채
택할 때 기업들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자본을 선택하게 될 것이
다. 즉 자본을 더 쓰고 노동을 덜 쓰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이다. 고용보호가 자본 - 노동의 대체를 가져오는 경우, 자본투
자는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용보호법제가 커지면 해고
비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노동비용은 증가한다. 노동비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게 되어 자본투자
가 증가하게 된다.

(2)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기존 실증분석 결과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몇 편의 논문이 고작이다. 노동보호가 투자에 어떤 영
8) Rendon(2000)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것은 분명히 투
자에 사용될 내부자원을 풀어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축적을 증
가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자유화와 노동시장 자유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노동시장의 자유화보다는 자본시장의
완화로 인해 이득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그와는 반대다. 즉 금융
시장의 자유화보다는 노동시장의 자유화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지
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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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
은 기업에서 기업투자상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
증분석이 일부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Denny and Nickell(1992)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압력과
새로운 기계설치의 방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
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당해 프로젝트의 수
익을 높은 임금의 형태로 빼앗아 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인센티브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은 기업
의 투자계획과 무관하게 임금을 인상한다. 높은 임금은 그 자
체로 소망자본스톡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투자율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높은 임금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을 줄이고 자
본필요량을 줄인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통해서만 투자에 영향
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기계가 최고의 효율로
가동되려면 노동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어렵게 되어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또 다른 추가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Denny and

Nickell(1992)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투자율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해 약 28%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반
면에 Machin and Wadhwani(1991)는 노동조합이 투자를 어렵
게 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고 있다. 노동조
합이 준지대를 빼앗아감으로써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과
노동조합이 기계설치를 어렵게 하는 노동관행이 기업투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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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더 증대시킨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 결과 노동
조합의 존재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고용보호법제 변수를 기업투자함수에 도입하여 추정한 연구결
과도 몇 편 발표되었다. Calcagnini, Giombini, and Saltari(2009)는

1994～2000년 기간의 10개 유럽 국가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가속도 투자모형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호법제 변수의 추정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용보호법제
가 엄격한 상태에서 기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인센티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반응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체효과가 상
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은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한
편 Artes(2008)는 정규직 계약하에 있는 새로운 근로자들을 고용
하고 해고하는 비용을 크게 줄인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이

R&D투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은 개혁조치의 영향을 덜 받은 기업보다 노동시
장 개혁 이후 R&D지출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노동력을 새로운 기술에 적응시키는 비용이 커질수록

R&D에 투자할 인센티브는 감소한다. Cingano et al.(2010)는 고
용보호법제가 기업투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유럽 국
가9)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보호는 1인당 투자, 1
인당 자본 및 1인당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9)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
르투갈, 스페인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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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지표의 감소현상은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에서는
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근에 와서 고용보호법제에 대한 OECD의 기초자료가 축적
되면서, 고용보호가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이론적으
로는 고용보호가 투자를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및 노동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고용보호로 투자율이 낮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있으나,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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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모델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함수를 추정하는 경우에 기존의 문
헌에서 언급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으나,10)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투자모형(accelerator investment model)을 이용
하여 기업의 투자함수를 추정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업자료를 이용한 기업투자 함수의 추
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투자 함수를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홍기석(2006)
은 거시자료를 이용한 투자분석과 함께 1980～2005년까지의 아
시아, 유럽, 남미의 13개 표본국가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투자 함수를 추정한 바 있다.11)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규제변수
를 기업투자함수의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한 국내연구는 전
10)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현재의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속도 모형뿐만
아니라 오일러모형, 토빈Q모형 등을 많은 기업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
고 있다. Bond and Meghir(1994) 및 Love(2003)은 오일러 모형을 추정
하고 있으며, Devereux and Schiantarelli(1989)는 토빈의 Q 모형을 실
증 추정하고 있다. 토빈의 Q모형은 Q를 추정하는 데 주가자료가 필요
하지만, OSIRIS 데이터베이스는 1998년 이후의 주가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11) 이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 결정에 부채의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의 하락이 부채부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부담으로 인한 투자
율 하락 폭은 양적으로 상당한 크기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이후 부채비율과 투자율이 동시에 하락하였으며, 현재는 부
채비율이 국제적 기준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투자
율은 여전히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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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

Calcagnini and Giombini(2009), Cingano et al.(2010) 등이 실증
분석에서 사용한 바 있는 가속도 투자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
였다.12) 즉













                         




                  
      

(1)

여기서, i는 기업, j는 국가, t는 연도를 의미한다. I/K는 투자

/자본스톡 비율, CF/K는 현금흐름/자본스톡비율, Y/K는 매출액
/자본스톡 비율, SIZE는 기업규모를 나다내는 변수로서 불변매
출액의 로그값을 의미하며, EPL은 고용보호법제 변수를 의미한
다. 추정과정에서 Calcagnini et al.(2009)와 마찬가지로 CF/K변
수 및 Y/K변수는 내생변수, EPL과 SIZE변수는 외생변수로 간
주하였다.
식(1)을 실제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Love(2003), Aivazian and

Santor(2009), Calcagnini and Giombini(2009) 등이 실증분석에서
고려하였던 바와 같이 위 식에 우선 C/K*EPL 및 CF/K*SIZE*EPL
등과 같은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식(2)는 현
12) 매출액 가속도모델을 추정하는 경우에 매출액의 변화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이 추정한
바와 같이 매출액/유형고정자본 비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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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흐름과 고용보호지수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델이며,
식(3)은 고용보호의 정도가 변화하는 경우 기업규모는 기업의
자금제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체크해 보기 위해 설정한 상
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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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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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법 및 자료

(1)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이고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독립변수의 하나로 포함되는 동

태적인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을 동태적 패널자료모형(dynamic
panel data)이라 하는데 이 같은 모형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13) 동태적 패널데
이터모형은 Arellano and Bond(1991), Arellano and Bover(1995),

Blundell, Bond and Windmeijer(2000) 및 Windmeijer(2005) 등의
GMM에 기초를 두고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이 방
법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균형 기업패널 자료의 동태분석을 위해 Blundell and

Bond(1998)는 GMM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우리가 지금 추정하
려고 하는 기본식 식(1)∼식(3)은 동태적 패널데이터 모형이다.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정보와 시계열 정보를 한꺼번에 추정과정
에서 이용하므로 정보량이 많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적으며 자
유도 및 추정의 효율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단순
한 패널데이터 모형과는 달리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독립변수
13) Ahn and Schmidt(1995) 및 Blundell and Bond(199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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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는 전형적인 ‘동태적’ 패널데이터 모형이다. 이러한
동태적 패널자료를 계량추정하는 방법은 통상 보통최소자승법
(OLS),

Within Groups,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이 사용될 수 있으나,

OLS는 변수의 수준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지 않은 기업고유효과를 통제하지 못하
며 따라서 기업고유효과가 중요하다면 자기회귀계수의 추정치
의 상향편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Within group 추정
치는 오차항과 시차종속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하향편의를 갖게 된다. GMM 1차 차분방법(first differenced GMM:
DIF-GMM)은 방정식들을 차분함으로써 기업특정효과를 제거하

고 또 내생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DIF-GMM은 투자함수 내 모수들의 일치
추정치를 얻는 추정량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DIF-GMM 모델은 1차 차분 시차종속변수의 도구변수
로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이용한다. 그러나 Blundell and

Bond(1998)는 일시적인 충격오차항과 개별기업 고유효과 간에
상대적 분산이 큰 경우 DIF-GMM모형의 도구변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YS-GMM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상의 문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Blundell and Bond(1998)가 고안
한 SYS-GM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SYS-GMM은 두 개의
방정식을 결합하여 추정한다. 1차 차분 회귀식에는 설명변수의
수준시차 변수를 도구변수로 이용하고, 수준 회귀식에는 설명
변수의 차분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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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추정치는 관찰되지 않은 기업특정효과
의 존재나 현재의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것이다. 본 연구
는 추정과정에서 도구변수로 일부 독립변수들의 일정한 시차변
수 및 수준변수를 이용하였다. 이 경우 도구변수의 타당성은 과
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s)에 대한 Sargan 검증법을 사
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또한 회귀 잔차항에 대한 계열상관 검
정이 필요하다. 도구변수로 사용되는 내생변수의 이용은 오차
항과 계열상관되지 않을 때만 유효하므로 고차 계열상관의 존
재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열상관이 없다는 것
은 모든 시차 설명변수가 도구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오차항의 고차의 계열상관 여부를 밝히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가 고안한 m2 검정치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Arellano and Bond(1991)의 2단계 GMM 추정치의 점
근적 표준오차는 하향편의가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과장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Windmeijer(2005)는 이
같은 표준오차의 하향편의를 교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번 연구에서는 Windmeijer(2005)의 수정된 표준오차방식
(WC-robust)으로 추정한 2단계 추정치를 통상의 SYS-GMM 추정

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추정방법에서 각 도구집합의 타
당성은 Sargan 통계치의 p값을 가지고 검정할 수 있다. 이것은
모형이 올바르게 구체화되었는지, 즉 모형의 과도식별 여부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는 것이다.14)

14) 각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Arellano and Bond(199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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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2를 이용하여 오차항의 계열상관 검증을 한다.

(2) 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데이터는 1991～2008년간
의 국가별 기업데이터이다.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일관
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OSIRIS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세계 47개국의 상장기업 재무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에서 투자, 매출, 총부채, 현금흐름,
유형고정자산 등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다만, 고용
보호법제 변수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
재의 분석은 OECD 국가에 국한하여 분석하며 분석에 사용할
기업자료가 제공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다.

OSIRIS 기업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첫째, I/K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두 기간의 차이를
투자(I)로 간주하고, 이를 유형고정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
다. CF/K는 현금흐름을 유형고정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의
현금흐름은 기업투자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변수의 하나이
다. 현금흐름은 이윤과 감가상각액을 합한 금액과 현금･현금등
가물을 합한 값으로 측정하였다.15) Y/K는 매출액을 유형고정자
15) Calcagnini and Giombini(2009)는 현금흐름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합
한 유동성(liquidity)을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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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불변매출액의 로그값(ln(SALE))을 사용하였다.16)
그리고 실증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동태적 패널분석법을 사
용하여 기업투자함수를 추정한 기존의 문헌에서 적용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선정규칙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매출액, 유형고정자산은 양인 값을 갖는 자료에 국한하여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적어도 7년간
의 연속 관측치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과정
은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동태적 패널자료 모델의 추정
과정에서 시차변수를 고려하는 등 실증분석 결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변수의 시계열 관측치를 충분하게 유지해 주
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관찰되는

outlier를 제거하기 위해 실증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의 양측 2%
를 제거한 다음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17)

자함수 추정에 있어서 이윤에 감가상각액을 합한 현금흐름 변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Love(2003), Ratti et al.(2008)는 현금스톡(cash
stock) 변수를 현금흐름 변수와 함께 사용하였고, Calcagnini et
al.(2009) 및 Audretsch and Elston(2002) 등은 현금흐름과 현금을 합한
유동성(liquidity) 변수를 현금흐름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16)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흔히 고용규모를 사용하고 있으나 OSIRIS
데이터는 고용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에서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불변 매출액 변수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17) 기업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은 오염된 자료, 타이포
에러, 비이상적인 재무자료와 접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자료를 찾아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 추정과정에서 이 같은 outlier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Bulan(2000), Gilchrist and Himmelberg(1998),
Love(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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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보호법제(EPL) 데이터는 OECD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를 이용하였다. OECD Employment Outlook에 수록된 고용
보호법제 변수는 전체 고용법제 변수와 정규직 고용법제, 임시
직 고용보호법제 및 집단해고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보호
법제지수는 고용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
으로 이 지수의 값이 클수록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18) 현재 OECD의 고용보호법제 데이터는 정규직 고용보
호법제와 임시직 고용보호법제의 경우 1985～2008년 간의 국가
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해고보호 지수는

1998～2008년에 한해 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와 임시직 고용보호법제를 평균한 지
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앞에서 1991～2008년 기간 중 재무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고 고용보호법제 지수가 같은 기간 중
에 이용 가능한 경우를 분석대상 국가로 선택하였다. 이 같은
자료의 제약으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30개

OECD 국가 중 26개 국가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19) 이들 국가
18) 고용보호지수의 평가는 각 회원국의 법령, 단체협약, 고용계약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지수를 점수화하여 계산한 것이다. 우
선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해고절차의 불편도, 해고통보기간 및 해고수
당, 해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다.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는 유기계약과
파견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사유(파견대상) 설정 여부, 갱신횟수 제
한, 최장반복기간을 고려하여 지수화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집단해고는
집단해고의 정의, 추가통지요건(노조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추가적
인 유예기간, 사용자의 특별 비용부담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19)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오스트리
아, 헝가리, 노르웨이, 벨기에, 포르투갈, 캐나다, 슬로바키아, 체코, 멕시
코,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 스위
스,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2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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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만2,000여 개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3>은 앞에서 논의된 정의에 따라 OSIRIS의 기업데이터
베이스의 자료에 기초하여 만든 기초자료이다. 투자(I),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포함하는 현금흐름(CF), 매출액은 모두 유형고정
자산액으로 정규화된 것이며, 기업규모(SIZE)는 각국의 GDP

deflator를 사용하여 불변화된 매출액의 로그값이며 고용보호법
제지수(EPL)는 OECD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 분석에 사용한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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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0.1343

0.4871

CF/K

1.3879

5.5977

Y/K

9.4859

15.537

SIZE

7.5648

2.2889

 

1.1319

0.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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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결과

(1) 자금제약과 투자의 현금흐름 민감성
전통적인 기업투자 이론(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은 모든
기업은 자본시장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더구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이 원하는 만큼 조달할 수 있
으므로 기업이 자금제약(financial constraints)에 직면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본시장에서 내부자금(internal finance)과 외부
자금(external finance)은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와 기업투자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은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에 따
라 기업투자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내부자금의 이용가능성, 신규주식의 발행가능성, 차입금의 비
용 등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준다.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의 비용
이 동일하지 않다면 기업투자와 기업의 재무적인 의사결정은 완
전 자본시장에서처럼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행태를 띠
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투자기회의 질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 결
과 신규부채의 자본비용과 내부자본의 기회비용이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정보비대칭이 나타나는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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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수요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자금의 이용가능성, 기업의 자
금조달능력과 같은 재무요인(financial factors)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20)
우선 현금흐름-투자 간의 민감성 논쟁(cash flow-investment
sensitivity debate)은 재무경제학에서 있어 온 해묵은 논쟁이다.21)

우선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은 내부자금이 기업투
자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현금흐름 간 민감성이 커지는 것을
자금제약이 더 커지는 증거라고 보았다. 자금제약을 받는 기업
(financially-constrainted firms)은 내부 현금흐름에 민감성이 큰 반면

에 자금제약을 받지 않는 기업(financially-unconstrainted firms)은 내
부 현금흐름의 투자에 대한 민감성이 크지 않다.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은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할 때 투자
20) 어떤 기업이 자금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제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금제약(financial constraints)은
외부자금의 비용이 내부자금에 비해 높거나 또는 외부자금의 이용가능
성이 제한됨으로써 내부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기업이 선택했을
투자프로젝트의 추진에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즉 내부자금과 외
부자금 간에 비용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기업투자가 내부자금의 규모
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정보비대칭에 의해 외부자금이 할
당되거나 프리미엄으로만 사용될 경우 외부자금이 내부자금의 완전한
대체제가 아니며, 외부자금의 조달비용이 내부자금의 기회비용보다 높아
지게 된다.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의 비용상의 격차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시 외부자금보다는 내부자금을 선호하게 되며 정보비대
칭하에서 기업의 투자지출은 내부현금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을 참조.
21) 투자-현금흐름 민감성이 자금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
는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
1996) 및 Kaplan and Zingales(1995)의 논문을 참조. 한국의 자료를 이
용한 현금흐름의 투자에 대한 민감성 분석결과는 이병기(200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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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수준은 기업투자 기회의 이윤성에만 관련되며 기업의 내부
발생 현금흐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논문들은 투자가 미래의 투자기회의 이윤성의 대리변수를 포함
한 이후에도 현금흐름과 양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시장 불완전이 내부자금과 외부자금 간의 잠
재가격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러한 차이가 정보비대칭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민감성은 정보비대칭이 심각해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
라는 점이다. 반면, Kaplan and Zingales(1997)는 Fazzari, Hubbard

and Peterson(1988)이 투자와 현금흐름 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던 기업표본의 재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기업이 실제
로 재무제약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주
장하였다. 이들은 기업의 재무제약이 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단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보임으로써 Fazzari, Hubbard

and Peterson(1988)의 기본가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논쟁의 와중에 Fazzari, Hubbard and Petersen
(2000)은

Kaplan and Zingales의 샘플이 너무 소규모이고 동질

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Fazzari et al.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
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금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이 낮은
투자-현금흐름 민감성을 보이는 것은 재무적인 곤경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Kaplan and

Zingales(2000)는 재무적인 곤경과 재무제약의 차이는 중요치 않
다고 지적하였다. Cleary(1999)는 몇몇 개의 재무변수를 이용하
여 자금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로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K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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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Zingales(1997)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Allayannis and Mozumdar(2001)는 Kaplan and Zingales
및 Cleary의 결론이 현금흐름이 음인 관찰치들로 나타나는 재무
적인 곤경상태의 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점을 보
여줌으로써 두 가지 상반되는 논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 하
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결과는 Kaplan and Zingales의 결과가
소표본의 얼마 되지 않는 영향력 있는 관찰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그러한 관찰치들이 표본에서 제거되었
을 때 재무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의 민감성 추정치는 훨씬
더 높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초기 논문이 보여주었던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McGuire(2004)는 일본의
기업을 중심으로 채권발행기준(bond issuing criteria)에 의해 기업
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의 투자흐름 민감성을 다시 분석하고 이
투자의 현금흐름 민감성은 채권시장 제약에 직면한 기업에서 가
장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거래은행 고객 기업에서 현금
흐름 민감성의 범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채권시장이 규제완화되는 시기에 은행이 관계적 대부를 통
해서 이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2)
22) Hoshi et al.(1991)는 본의 주거래은행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의 제약
을 완화하는가의 여부를 기업을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일본
기업을 도시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6대 계열에 소속된 계열기업
(주거래은행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독립기업으로 구분하여 주거래
은행이 거래기업에게 투자의 내부자금제약을 완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
다. 두 부류의 기업 중 주거래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보
다도 주거래은행과 약한 연결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투자가
유동성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와 유인
문제가 기업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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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현금흐름-투자의 민감성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
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
변수를 자금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하고 있다.23) 본 보고
서에서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현금흐름-투자 민감성을 나타
내는 추정계수를 자금제약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간주한다.

(2) 고용보호와 기업의 투자
이제는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호법제 변수가 기
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SYS-GMM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와 그와 상응
하는 표준오차를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추정결과는 통상의 표
준오차와 함께 Windmeijer(2005)가 제시한 수정된 표준오차
(WC_robust)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우선 Arellano and Bond(1991)가 오차항에서 고차의 계열상
의 연구결과는 계열소속기업들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쉽게 그리고 보다
싸게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계열관계에 의해 기업투자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Hoshi et al.(1991)는 일본 기업을 두 부류, 즉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계열기업과 그렇지 못한 독립기업으로 양분
하여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열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
의 역할로 인해 자본시장의 정보문제가 완화되어 내부현금흐름이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이 독립기업보다 작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23) 최근의 실증적인 논의는 이 같은 맥락에서 현금흐름 변수를 기업의 자
금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로 보고 이 같은 맥락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해
석하고 있다. Becker and Sivadasan(2006)은 현금흐름을 자금제약을 나
타내는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Ratti et al.(2008)도 역시 현금흐름을 자
금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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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만든 m2 검정치에 상응하는 p값과
함께 Sargan 통계치에 상응하는 p값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모형
이 올바르게 설정되었고 또한 도구변수들이 타당하다는 귀무가
설을 검정하는 것이다.24) 이 검정결과 도구변수들이 타당하다
는 Sargan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추정모형이 올바르게 설정되었
으며, 도구변수가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25)

<표 4>는 고용보호법제지수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국가별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1기 시차 투자비율과 2기 시차 투자비율 변수를 넣어
추정한 결과 2기 시차 투자비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투자의 지속성(persistence)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Fazzari et al.(1988)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속도 투자모
형에서 주요한 변수로 포함된 매출액 변수는 금기와 1기 시차
변수를 포함하였다. 금기의 매출액 비율변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지만 1기 시차 매출액 변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
2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ellano and Bond(1991)와 Blundell,
Bond, Devereux, and Schiantarelli(1992)를 참조.
25) 추정과정에서 국가더미(country dummy)를 포함하여 추정하였으나, 연
도더미는 추정값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GMM 추정과정에서 변
수들을 추정하는 경우 1차 차분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시간변화에 따라
불변인 변수(time invariant variable)들은 추정되지 않고 누락된다. 다만
OLS로 추정하는 경우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1차 차분하지 않기 때문
에 국가더미 변수는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angnini et
al.(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는 경
우에도 고용보호법제지수(EPL)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Bond(2002) 및 STATA 11 Longitudinal
Data/Panel data(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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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보여주었다.
셋째로 현금흐름 변수는 통상의 SYS-GMM 방식으로 추정한
식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
를 보여주었으나 WC-robust SYS-GMM 추정계수에서는 양의
추정계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26)
<표 4> 고용보호와 기업의 투자변화: 기본모형
변수

SYS-GMM

SYS-GMM(WC-robust)

(1)

(2)

(3)

(4)

    

-0.0332
(0.0700)

-0.0519
(0.0697)

-0.0332
(0.0810)

-0.0519
(0.0801)

    

0.0233**
(0.0102)

0.0252**
(0.0101)

0.0233**
(0.0113)

0.0252**
(0.0112)

   

0.0067**
(0.0030)

0.0061**
(0.0030)

0.0067
(0.0061)

0.0061
(0.0063)

  

0.0022
(0.0031)

0.0017
(0.0031)

0.0022
(0.0036)

0.0017
(0.0037)

    

0.0135***
(0.0024)

0.0136***
(0.0023)

0.0135***
(0.0025)

0.0136***
(0.0025)

-0.3706***
(0.0288)

 
 

0.0876***
(0.0216)

0.0915***
(0.0216)

-0.3706***
(0.0299)
0.0876***
(0.0223)

0.0915***
(0.0224)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m1

-6.7378
(0.0000)

-6.5912
(0.0000)

-5.6900
(0.0000)

-5.6014
(0.0000)

m2

-0.5757
(0.5648)

-0.8299
(0.4066)

-0.4939
(0.6214)

-0.71651
(0.4737)

Sargan

50.3028
(0.0711)

51.0273
(0.0622)

50.3028
(0.0711)

51.0273
(0.0622)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m2는 잔차의 2차 시계열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열자기상관이 없다는 귀
무가설하에서 N(0,1)의 정규분포를 함.
3) Sargan 통계치는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x2(k) 분포를 함.

26) 실증분석과정에서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추정하여 보았으나, 현
재의 모형에서 부채비율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
율을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 또한 매우 낮아 이 변수를 빼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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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용보호법제지수의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27) 고용
보호가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조정비용이 증가되고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투자에 사용될 내부자금
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투자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된다. 고용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생산적인 노동자에게 비
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런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용이 높아
진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 내부자금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거나 투자계획을 축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노조 등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임금인
상의 형태로 취하려고 하는 볼모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게 된다.

<표 5>는 고용보호법제지수가 포함된 식(2)와 식(3)으로 나
타난 현금흐름과 고용보호법제의 상호작용 및 현금흐름, 기업
규모 및 고용보호법제의 삼중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5>에 나타난 추정결과 중 투자변수, 매
출액 변수, 현금흐름변수 등은 <표 4>에 사용한 분석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t-2기의 투자는 5% 유의수준에

27) 고용보호지수를 임시직 고용보호지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집단해고
고용보호지수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해 보려고 하였으나, 임시직 고용법제
지수를 제외하면 지수상의 변화를 보인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Calcagnini et al.(2009), Cingano et al.(2010) 등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
지로 장기의 시계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임시직 고용보호지수와 정규
직 고용보호지수의 합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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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의 매출액
도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고용보호와 기업의 투자변화: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
SYS_GMM

변수

SYS-GMM(WC-robust)

(1)

(2)

(1)

(2)

    

-0.0316
(0.0715)

-0.0466
(0.0706)

-0.0316
(0.0826)

-0.0466
(0.0819)

    

0.0233**
(0.0103)

0.0252**
(0.0102)

0.0233**
(0.0115)

0.0252**
(0.0113)

   

-0.0121
(0.0102)

0.0076**
(0.0030)

-0.0121
(0.0168)

0.0076
(0.0056)

  

0.0035
(0.0031)

0.0004
(0.0033)

0.0035
(0.0041)

0.0004
(0.0037)

    

0.0129***
(0.0024)

0.0133***
(0.0023)

0.0129***
(0.0025)

0.0133***
(0.0025)

 

-0.3835***
(0.0297)

-0.3837***
(0.0296)

-0.3835***
(0.0308)

-0.3837***
(0.0312)

 

0.0869***
(0.0213)

0.0917***
(0.0215)

0.0869***
(0.0226)

0.0917***
(0.0224)

        

0.0161**
(0.0070)

0.0161
(0.0101)
0.0015***
(0.0004)

         

0.0015**
(0.0006)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m1

-6.5127
(0.0000)

-6.5268
(0.0000)

-5.5782
(0.0000)

-6.5268
(0.0000)

m2

-0.61371
(0.5394)

-0.7913
(0.4288)

-0.5308
(0.5956)

-0.79131
(0.4288)

Sargan

47.1030
(0.1235)

51.4873
(0.0571)

47.1030
(0.1235)

51.4873
(0.0571)

주: 1) ( ) 안은 점근적인 표준오차임.
2) m2는 잔차의 2차 시계열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열자기상관이 없다는 귀
무가설하에서 N(0,1)의 정규분포를 함.
3) Sargan 통계치는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x2(k) 분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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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호법제지수는 1%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일관성 있게 추정되고
있다. <표 5>에서 다른 점은 C/K*EPL 및 CF/K*SIZE*EPL과 같
은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추정한 것이다.
우선 CF/K*EPL항은 현금흐름비율과 고용보호법제지수의 상
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추정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호가
강해질수록 기업의 자금제약이 강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
로 해석될 수 있지만, WC-robust SYS-GMM의 추정결과에서는
이 상호작용항이 양의 값을 갖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F/K*SIZE*EPL은 삼중 상호작용항이다. 즉 고용보호가
커지는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자금제약을 받는 정도에 어떤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통계
적으로 5% 또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고용보호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자금제
약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고용보호법제가 강화
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약한 자금
제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보호가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넘는 기업의 경우
에 더 가중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Schivardi and Torrini(2004)
는 고용보호법제 조항이 고용자의 수가 어느 선(threshold)을 넘
는 기업규모에서 더 엄격하다고 강조하였다.28) 이처럼 많은 나
28) 예컨대 Garibaldi et al.(2003)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 해고는

56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

라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해고비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해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 같은 고용보호법제의 기업규모 간 차이는 기
업의 해고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기업의 내부자금에도 영향
을 준다.

정당한 사유의 규칙(just cause rule)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판사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는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15인 이하
를 고용하는 기업은 불법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상하여야
하고 최소 2.5개월에서 최대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severance payment)
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고한 날부터
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또 그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
고 있다. 그 근로자가 재고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는 15개월분
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대부분의 해고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해결되고 있지만 재고용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에게 제약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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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의 시사점

(1) 우리나라 고용보호 수준
제3절의 분석에서는 고용보호의 강화가 기업투자를 감소시킨
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고 있다. 이 분석결과의 경제적인 함의
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의 고용보호법제 수준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호지수는 OECD의 고용보호지수
및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용규제지수를 비
교하였다.29) 이 같은 고용규제지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고용
규제의 현 상황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세계은행의
고용규제지수는 OECD의 고용보호지수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고
용과 해고 등과 관련한 법적인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OECD가 발표하는 고용보호법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방법상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도를 여러 가지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30) <표 6>은 우
29) 세계은행의 고용보호법제지수는 크게 고용경직성지수, 고용비용지수, 해
고비용지수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고용경직성지수는 채용
경직성 3개 항목, 근로시간 경직성 5개 항목, 해고경직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최경수(2001), 문외솔(2006), 변양규(2009)는 고용보호법제 등과 같은 노
동시장 규제완화가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58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

리나라 고용규제의 정도를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고용보호지수를 살펴보면 정규직 고용보호지수와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만을 고려한 OECD 고용보호지수는 2008
년의 경우 15위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용규제지수는 25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고용규제의 정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용보호법제지수의 세부항목별로 규제가 심한 항목을 정규
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의 경우로 구분해서 검토하였
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OECD 고용보호법
제지수의 각 구성항목 중 우리나라가 20위 이하로 고용규제가
심한 항목을 추출한 것이다.
우선 정규직 고용보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항목이 매우
높은 경직성을 가져오고 있다. 첫째로 해고통보에 앞서 필요한
기간에 있어서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
인적인 사유로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해고이유
및 날짜를 명기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 50일 전에 통
보를 해야 한다. 둘째로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가능성의 경우
법원이 해고의 타당성 여부 및 고용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
며 복직도 역시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보호를 완화할 경우
실업률을 낮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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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규제의 순위
국가

OECD
고용보호지수

세계은행
고용규제지수

국가

OECD
고용보호지수

세계은행
고용규제지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Australia

1.15

6

0.00

1

Korea

1.90

15

0.67

순위
25

Austria

1.93

17

0.30

13

Luxembourg

3.25

29

0.76

29

Belgium

2.18

22

0.28

11

Mexico

3.13

27

0.6

22

Canada

0.75

2

0.16

6

Netherlands

1.95

18

0.56

20

Czech Republic

1.96

19

0.20

7

New Zealand

1.40

8

0.12

4

Denmark

1.50

11

0.09

3

Norway

2.69

23

0.53

18

Finland

1.96

19

0.58

21

Poland

1.90

15

0.37

14

France

3.05

26

0.68

26

Portugal

3.15

28

0.76

30

Germany

2.12

21

0.69

28

Slovak Republic

1.44

10

0.40

16

Greece

2.73

24

0.65

24

Spain

2.98

25

0.68

27

Hungary

1.65

12

0.37

15

Sweden

1.87

13

0.54

19

Iceland

1.18

7

0.30

12

Switzerland

1.14

5

0.13

5

Ireland

1.11

4

0.20

8

Turkey

3.72

30

0.64

23

Italy

1.89

14

0.48

17

United Kingdom

0.75

2

0.23

9

Japan

1.43

9

0.24

10

United States

0.21

1

0.00

1

주: 노동시장규제지수는 2008년도 OECD의 정규직 고용보호 및 임시직 고용보
호의 합계
자료: OEC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2009.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0.

임시직 고용보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노동시
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로 기간제 계약허
용 최장 누적기간 문제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는 24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강제규정이 있다. 기
간제 근로자의 사용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총 사용기간은 24
개월로 제한이 있다. 둘째로 파견근로가 허용된 근로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견직 근로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우리나라는 파견근로 사용이 가능한 직종을 32개
로 제한하고 있고 건설, 하역, 선원, 유해업무 등에는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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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항시 불허하고 있다.31)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파견직 사용범위 및 사용
기간에 대한 제약 역시 유연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7> OECD 고용보호법제상 규제가 강한 부분
구 분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직
고용보호

고용보호가 강한 항목*

주요 내용

해고통보 전 필요한 기간
(27위)

- 개인적인 사유의 경우 서면통보 및 해고이유 및
날짜 명기
-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에
50일 전 사전통보

부당해고 시 복직가능성
(26위)

- 법원이 해고의 타당성 여부, 고용관계의 지속 및
복직 결정

기간제 계약 최장 누적기간
(23위)

-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 허용
-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으로 간주

파견근로가 허용된 근로형태
(21위)

- 파견근로는 전문지식, 숙련도, 경험 및 일의특성
을 고려하여 32개 직종만 허용
- 단, 일시적 인력확보의 경우 예외로 허용하지만
건설, 하역, 선원, 유해업무 등에는 완전 금지

주: *는 OECD 국가 중 세부항목별 20위 이상인 항목
자료: 1) OECD Employment Policies, 2009.
2)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 Korea, 2009.

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중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참조.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
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
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
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
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
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
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
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
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
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운반 및 검
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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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고용보호를 나타내는 법규가 여전히 남아 있다.

(2)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시사점
실증분석 결과 1991～2008년 기간의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
하여 기업투자 함수를 새로운 계량경제학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고 있다.
첫째로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오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를 나타내는 OECD 고용보호법제지
수를 기업의 투자함수에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고용보호법제
지수의 증가는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보호의 강화는 비임금 노동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같은 노동비용의 증가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로 기업규모와 고용보호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의 자금제약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고용보호의 강화는 큰 기업의 자
금제약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보호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
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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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의 완화가 필요
하다. 특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
우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
은 높은 해고비용은 기업의 자금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
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해고비용의 축소를 포함한 노동비용
전반의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경
제위기 시에 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의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해고비용이나 노동유
지비용의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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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 고용보호 완화 사례분석
<간지>

1. OECD 국가의 고용보호법제지수 변화 추이

제3장에서는 고용보호가 기업투자를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고용보호를 완화한 주요 국가를 선정하
여 이들 국가가 고용보호를 완화한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유럽 국가는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경직
성을 푸는 개혁을 단행하였다.32) 이를 위해 유럽 각국은 정규
직 고용보호뿐만 아니라 임시직 고용보호를 푸는 경우가 많았
다.33) 노동비용(labor cost)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호의 유연화,
실업급여의 축소, 최저임금의 하향조정 등이 이러한 개혁조치
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고용보호 완화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재(2006)는 고용의
관점에서 고용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높은 수준
의 고용보호는 해고율을 낮추지만 새로운 일자리의 생성을 저
해한다. 둘째,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경제 전체의 고용을 줄
인다. 셋째,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실업기간을 증가시킨다.
넷째, 고용보호는 고용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특히 노동시
장의 소수자인 여성과 청년의 고용에 매우 강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핵심 연령층 남성의 고용에는 영향이 없거
나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32)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과 고용보호 완화에 대한 논의는 Annett(2007)을 참조.
33) Eichhorst and Konle-Seidl(2005), Ochel(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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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은 많은 경우 이해집단의 저항, 정치이데
올로기의 영향 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노동시장의 개혁 또는 고용보호의 개혁이 정치적인 성격
(political economy of employment protection)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34)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은 노동경직성이 자신들
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하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과 같은 주요 유럽 국가에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노동시장의 개혁 중 고용보호의 완화가 노동시장에 주는 영
향과 함께 간접적인 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투자에 미치
는 영향이다. 이미 제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Bennett(2007)
는 해고비용 등 노동비용의 존재는 기업의 노동유동성 서비스
(labor’s liquidity service)의 가치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

은 유동성에 대한 기업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투입요소
에 대한 기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고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해고비용의 존재는 기업의 투자정책과
고용정책을 보다 보수적(conservative)으로 결정하게 하는 인센티
브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Cingano et al.(2010)는 고용
34) 노동시장 개혁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Saint-Paul(2002), Aguirregabiria and Alonso-Borrego(2009), Dolado et
al.(2001), Murillo(2005) 참조.
35) Calmfors et al.(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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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커지면 임금협상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
고 기업은 투자할 인센티브가 감소하게 된다. 고용보호는 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같은 임금의 상승은 투자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즉 볼모문제
(hold-up problem)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비용

이 들어가는 협상과정에서 만나서 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고용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어떤 투자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고용보호가 증대되는 경우 조정비용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
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규제부담은 기업이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산능력을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히 고용보호는 기업의 조정비용
을 증가시킨다. 고용보호가 커지면 기업의 조정비용은 증가되
고, 이에 따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앞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투자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환경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일정기간에 고용보호 완화
를 많이 이루어낸 국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한다. 고용보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의
완화 문제이다. 따라서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를
푼 국가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고용보호 완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 고용보호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고용보호 완화의 성과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36)
36) 예컨대 이탈리아의 노동개혁의 사례에 대해서는 Destefanis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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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1990～2008년 기간 중 이루어진 OECD 국가의 고
용보호 완화 정도를 보여준다. 양의 숫자는 보호법제지수가 증
가(규제강화)한 것을 의미하며, 음의 숫자는 고용보호법제지수가
감소(규제약화)한 것을 나타낸다. 이탈리아는 임시직 고용보호법
제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페인은 다른 국
가에 비해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지수의 하락이 발견된다.
또한 네덜란드는 임시직의 고용보호법제지수와 함께 최근 들어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지수가 감소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1990～2008년 기간 중에 이 두 고용조건을 동시에 푼 국가로는
덴마크,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
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두 고용보호의 조건을 동
시에 푼 국가 중의 하나이다.
독일의 경우 임시직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하였으나 정규직 고
용보호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
부분의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대체적으로 변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1990～2008년 기간 중에 고용보호규제를 대폭 푼
국가를 대상으로 사례조사하며, 국가 중에서 임시직 고용을 대폭
푼 이탈리아, 정규직 고용을 푼 스페인 그리고 임시직과 정규직
고용보호를 함께 푼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탈리아는 임시직 고용보호를 대폭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였다. 1997년의 Treu개혁과 2003년의 Biagi개혁
등 두 차례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
스페인의 노동개혁 사례는 Kugler et al.(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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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OECD 국가별 정규직･ 임시직 고용보호법제의 완화(1990～2008년)
국가명

정규직
임시직
고용보호법제 고용보호법제

국가명

정규직
임시직
고용보호법제 고용보호법제

Australia

0.42

0.00

Korea

-0.86

-0.81

Austria

-0.55

0.00

Luxembourg

2.75

3.75

Belgium

0.05

-2.00

Mexico

0.00

0.00

Canada

0.00

0.00

Netherlands

-0.36

-1.19

Czech Republic

3.05

0.88

New Zealand

0.21

0.87
-0.41

Denmark

-0.05

-1.75

Norway

0.00

Finland

-0.62

-0.13

Poland

0.00

1.00

France

0.13

0.00

Portugal

-0.66

-1.25

Germany

0.42

-2.50

Slovak Republic

2.50

0.38

Greece

0.08

-1.62

Spain

-1.42

-0.25

Hungary

0.00

0.75

Sweden

-0.04

-3.20

Iceland

1.73

0.63

Switzerland

0.00

0.00

Ireland

0.00

0.38

Turkey

-0.08

0.00

Italy

0.00

-3.38

United Kingdom

0.17

0.13

Japan

0.00

-0.81

United States

0.00

0.00

자료: OECD(2009), www.oecd.org

였다. 불균형적인 노동시장 규제완화는 비정규직 노동계약(atypical
contracts)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고용불

안은 더욱 증가하였다.
둘째로 스페인은 임시직 고용비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임
금의 일자리로 나뉘어진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1997년에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시행하였고 이것은 2001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개
혁조치는 기존의 정규직에 비해 고용조정비용이 낮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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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네덜란드는 정규직 근로자 해고에 대해 유럽에서 가
장 강력한 보호제도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연 고용 사례
또한 가장 많았던 나라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
장 대표적인 조치는 1998년의 고용유연 및 안정법의 도입으로,
이 법률은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표 9>는 OECD 국가 전체의 기간별 고용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OECD 고용지표 분석은 OECD 전체의 고용현
황을 분석해 보는 의도도 있지만 이후의 논의에서 제시되는 이
탈리아, 스페인 및 네덜란드의 고용사정과 비교해 보는 의도도
있다. 1981～2008년 기간 중 OECD 국가의 고용률은 약 66.8%,
실업률은 6.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노동의 고용률은
전체 기간 중 평균 46% 정도, 청년노동의 실업률은 약 13.9%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55.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OECD 국가의 고용 관련 지표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1～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2000

2001～
2005

2006～
2008

1981～
2008

고용률

65.00

66.17

66.47

67.00

67.38

68.93

66.75

실업률

7.47

7.16

7.10

6.86

6.67

5.86

6.90
71.69

경제활동참가율

70.24

71.27

71.55

71.94

72.19

73.22

고용률(15～24세)

47.68

48.53

46.99

45.24

43.50

43.42

45.98

고용률(65세 이상)

10.94

10.05

10.78

10.73

10.83

11.60

10.76

실업률(15～24세)

16.03

14.72

13.58

13.21

13.21

12.29

13.85

경제활동참가율(15～24세)

56.78

56.92

54.36

52.13

50.11

49.50

53.40

파트타임 고용비율

10.25

11.00

11.21

11.79

14.35

15.39

12.17

임시직 고용비율

9.51

9.96

10.42

11.15

11.66

12.42

10.80

고용률(여성)

50.94

53.55

54.36

55.75

57.19

59.23

55.05

경제활동참가율(여성)

55.46

58.20

58.93

60.30

61.48

63.06

59.50

자료: OECD Employment Polic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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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별 고용보호 완화의 주요 내용

(1) 이탈리아의 임시직 고용보호 완화
1) 최근 노동시장 현황 및 문제점

1980년대 초부터 이탈리아는 좌우대립, 노사분규 등으로 정
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기간이었다. 정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83년 사회주의자인 Bettino Craxi에 의해 구성된
연립정부가 1987년에 붕괴되기 전까지 장기 집권하였지만, 그
이후 빈번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92년 기민당이 사회주
의자, 자유주의자, 사회 민주주의자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1994년 봄에 보수주의자와 신파시스트의 연합세력이 다수당으
로 등장, Silvio Berlusconi 수상, 12월에 연립정부 붕괴, Lamberto

Dini 중도 좌파 정부가 등장하는 등 수없는 정권교체와 그에
따른 정치이념의 변경으로 노동시장 개혁 정책에도 많은 변화
가 초래되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탈리아는
투자증가율이 GDP성장률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탈리아는 1981～2007년 기간 중 GDP성장률이 1.7%, 투자증가
율은 1.8%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정치의 변화와
함께 이탈리아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탈
리아의 노동시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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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로 이탈리아는 1980년대 들어 스페인 등과 함께 유럽에
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낸 국가 중 하나였다. 1980년대 중
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고실업 현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업문제는 이탈리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경제･사회적
문제였다. 이탈리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중반 59%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OECD 전체 평균인 71%보다

12% 정도 낮은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2006～2008년
의 경우 약 59.6%로 나타나, OECD 전체 평균인 68.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성 및 고령자자의 고용률도 OECD에 비
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탈리아의
실업구조를 보면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상태였다. 이탈리아 노
동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용환경이 신규노동자보다는 기
존의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 이것은 신규근로자가 대부
분인 청년층은 이탈리아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을 하기가 어
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의 실업문제가 이탈리아에서도 실업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었
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청년실업률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4세)의 경우 2006～2008년의 고용
률은 24.8%로 나타나고 있고 노년층(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3%에 불과하다. 이 두 지표의 OECD 국가의 평균은 각각
43.2%, 11.6%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1990년 중반에 매우 높
은 상태였는데, 1995～2000년 기간 중 약 3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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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임시직 및 파트타임 고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5
년 고용증가의 대부분은 임시직 고용과 파트타임 고용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2000년 기간 중 약 11.3%였던
파트타임 고용은 2006～2008년 기간에는 약 15.5%로 증가하였
고, 같은 기간 중 임시직 고용비율은 8.6%에서 13.5%로 증가하
였다. 국제화의 진전, 기술변화, 기업운영방식의 변화 등은 이
탈리아의 고용형태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파트타임 고용과 임시
직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표 10> 이탈리아 고용 관련 지표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1～
1984

1985～
1989

1990～
1994

고용률

54.07

52.92

53.23

1995～ 2001～
2000
2005
53.06

57.23

2006～
2008

1981～
2008

59.57

54.65

실업률

8.94

11.48

10.95

11.39

8.58

6.54

9.96

경제활동참가율

59.38

59.80

59.78

59.87

62.60

63.74

60.67

고용률(15～24세)

31.52

29.29

29.02

27.25

26.57

24.83

28.16

고용률(65세 이상)

5.38

4.75

4.19

3.50

3.25

3.27

4.05

실업률(15～24세)

29.29

34.41

30.84

31.51

25.42

21.05

29.38

경제활동참가율(15～24세)

44.57

44.66

41.95

39.79

35.64

31.45

40.10

파트타임 고용비율

7.93

8.42

9.59

11.25

13.10

15.46

10.97

임시직 고용비율

5.84

5.34

6.27

8.55

10.64

13.47

8.26

고용률(여성)

34.16

34.89

36.60

37.64

43.70

47.13

38.57

경제활동참가율(여성)

40.12

42.63

43.75

44.72

49.35

51.46

45.07

자료: OECD Employment Polici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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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eu 와 Biagi의 노동시장 개혁
가. 1970년 노동법 제18조
전통적으로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 노동시장 경직성은 노동
시장의 성과를 낮추고 또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이탈리아의 정규직 고용계약은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강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았지만, 해고제한
은 OECD 국가 중 매우 강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1970년 노동법(1970 Workers’ Statute)에 담긴 고용보호에 기인한
다. 노동법 제18조는 15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는 법원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without just cause)” 해고된 것
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는 재고용해야 하며, 임금, 사회보장기여
금 및 많은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
이 같은 노동법 조항은 1960～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면서 주요한 사회적 파트너로 역할을 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입법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였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법원은 기업의
해고를 거의 예외 없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였기 때문
에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평생고용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
다. 해고에 대한 이 같은 엄격한 제한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었다.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은 고용보호를 보다 엄격하게 집
37) OECD(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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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요인이 되었고, 또 이 같은 고용보호의 엄격한 집행은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악순환이 계속되
었다.
이탈리아 노동법 제18조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다. 이탈리아 노동법은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를 120일 이
내에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작업장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법은 기업이 생
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 해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법은 기업이 생산수준의 감축, 생산공정의 전환
(operational transformation), 사업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1년에 특정산업에서 집단
해고를 할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잉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노동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
만 여전히 개인해고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38)
개인해고(individual dismissal)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개인해
고도 역시 노동법 제18조의 관할을 받도록 한 것 때문이다. 노
동법 제18조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갖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는
오직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세 가지가 있
다. 즉 성과가 없는 경우,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및 과도한
부담 등이다. 법적인 해고를 구성하는 이러한 세 가지는 입증

38) Lodovici(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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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거의 항상 해고된 근로자의
편에서 판단해 왔고, 따라서 기업이 고용계약하에 있는 근로자
를 해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법원에서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 고용주는 재고
용(reinstatement)해야 한다. 기업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경우에 판
사의 재고용명령이 있은 시점부터 재고용할 때까지 또는 원래
의 고용계약에 명시된 고용기간 말까지 체불된 피고용자의 임
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은 해고된 근로자가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고용주는 급여뿐 아니라 국가사회보
험원(National Institute of Social Insurance: INPS)에 대해 임금과 동일
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해고
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39)
이탈리아는 해고규제가 기업에 노동비용에 주는 부담과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제18조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같은 강력한 해고
규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초래하였다.
첫째로 강력한 해고규제는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의 성과를 낮
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해고비용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7년 이탈리아 정부는 대기업이
부당해고로 인해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고
용주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주기 위해 임시직 고용계약을 자
유화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임시직 고용계약은 특정한 프로

39) Quigley(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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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계절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정규직 고용을 대체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1987년 이후 1990년에 정규직
고용계약의 해고를 더욱 제한하는 법이 도입되었다. 특히 이
법은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2.5∼6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severance
payment)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이후 15인 이상을 고

용하는 기업에 비해 15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고
비용이 더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Kuglar and

Pica(2003)에 따르면 1990년 노동시장 개혁은 남자와 여자의 고
용을 각각 7.3% 및 23% 감소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로 이탈리아 해고규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 같은 해고규제가 갖는 부작용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고용자 1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
업은 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해고된 근로자를 재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해고된 근로
자에게 금전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15인 이
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이탈리아 고용보호의 정도가 달라진
다. 15인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그 이상 성장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래서 중요하다. 15인 문턱에서 성장을
꺼리는지 문턱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분명히 문턱효과는 존재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40)

40) Garibaldi et al.(2004), Schivardi and Torrini(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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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7년 Treu 개혁과 고용보호 완화 조치
이탈리아의 정규직 고용보호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 상태
에 있었고, 해고완화에 대해서는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임시직 고용보호에 대한 완화를 통해 노동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1997년의 Treu 개혁과 2003
년의 Biagi 개혁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임시직 고용계약을 도
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41)
이탈리아에서 비정규직 고용계약(atypical contracts), 즉 기간제
고용계약과 임시직 고용계약의 도입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
해 이루어진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정규직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모든 계약형태로 규정한다면, 이에는 기간제 고용계
약, 훈련고용계약(Contratti di Formazione Lavoro: CFL),42) 견습공
고용계약, 임시직 고용계약 등이 포함된다. 이탈리아는 1955년
이후부터 도입된 다양한 법으로 비정규직 고용계약이 규제되어
왔다. 최근 5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법제는 Biagi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크게 변화한 것은 없었다. 이 Biagi법은 비정규직 고
용계약에 대한 규제에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었다. Biagi
법이 도입되기 전에 이루어진 주요한 개혁조치 중의 하나가 바
로 1997년에 이루어진 Treu법이다.
41) OECD(2009)의 이탈리아 노동개혁 내용 및 이탈리아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ILO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으며,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http://www.ilo.org/public/english/dialogue/ifpdial/info/pacts/italy.htm
42) 영어로 Contracts of Training and Employment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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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도입된 Treu법은 이탈리아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
화하고 실업률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개혁조치
는 임시직 고용계약을 도입하고 임시직근로기관(Temporary Work
Agencies)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직센터는 민영화되고 또

분권화되었다. 특히 Treu 개혁안은 훈련고용계약과 견습공계약
과 같은 기간제 고용계약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
다. Treu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43)
우선, 기간제 고용계약은 사전에 결정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기간제 고용계약은

1962년에 도입된 것으로 Treu법에서 규제가 완화되었다. 둘째,
견습공 계약(apprenticeship contracts)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양
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개념을 근로자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
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계약형태이다. 견습공 고용계약의 법
적인 연한은 18개월에서 4년의 범위이다. 셋째, 훈련고용계약은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훈련고용계
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낮은 수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1
년, 높은 수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 기간이 필요하였다.
원래 훈련고용계약은 1984년에 도입되었는데, Treu법에서 신청
자격 중 나이를 29세에서 32세로 올리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넷째 임시직 계약형태의
고용계약은 Treu법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직업
센터가 민영화되고 분권화되었고 Treu 개혁안에 포함되었다.
임시직근로기관(TWA)을 통한 고용은 삼각형의 고용계약 형태를
43) Sciulli(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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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즉 임시직근로기관은 고객기업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
하고 이 근로자를 고객기업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
다. Sciulli(2006)는 Treu의 노동시장 개혁조치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급증가가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었으며,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 2003년의 Biagi 개혁과 고용보호 완화 조치

Biagi법은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다수 도입하
였다. 이 법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을 도입하였고 또 어떤
것은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여 도입한 것도 있다. Biagi법의 목
적은 이탈리아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2001
년에 중도 우파인 Berlusconi 정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개
혁문제, 연금개혁문제 등의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1
년 가을에 이탈리아 정부는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입법안을 가
지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이 입법안의 기초가 되는 것
은 노동사회부 장관인 Roberto Maroni의 요청에 의해 노동법
전문가인 Marco Biagi가 만든 소위 백서(White Paper)였다. 이
백서는 고용정책 분야에서 EU의 권고안과 이탈리아 노동시장
의 현 상태에 대한 개관, 향후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권고안,
당시의 노동시장 정책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이 백서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응은 양분되었다. 즉 CGIL은 이 제안을 즉각 거
절하였지만, CISL은 논의기초로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44)
44) 이탈리아에는 3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 또한
매우 다르다. 첫째는 CGIL(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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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에 기초하여 Biagi 개혁안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계약이 도입되었다. 이 백서에 기초하여 마련된
입법초안은 전체 서비스영역에서 공공고용기구와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고용기구를 허용하고, 무기 용역계약(open-ended
staff-leasing)의 허용, 광범위한 견습공의 허용, 기업이 파트타임

고용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개선, 대기근로자(on-call
work), 일자리 나누기 등 비정규직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Biagi 개혁안이 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new forms
of employment contract)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45)

우선, 기간제 계약과 용역(staff leasing)계약을 도입하는 것이
다. 기업들은 고용기관으로부터 기술적･생산적･조직적인 이유
로 필요한 근로자들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규직 용역
계약은 짐꾼, 청소, 감시･안전, 정보기술 자문 및 보조, 개인보
조 및 보육서비스, 콜센터경영 및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기타 분야 등 특정한 형태의 일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다. 용역
계약하의 근로자는 노동조합 권리 등 기업의 피고용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둘째, 노동시간을 유연하
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계약 형태로 대기근로자(on call job)

좌파 민주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정당은 전에는 이탈리아 공산
당의 지배하에 있었다. 둘째로 CISL(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이다. 이탈리아 민중당과 연계되어 있다. 셋째는 UIL(Unione
Italiana del Lavoro)이다. 이 정당은 사회주의자와 연관되어 있다.
Becker(2004) 참조.
45) Coletto and Pedersini(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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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동안에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계약에 기

초한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하나의 일자리를 책임맡도록 하되, 근로자는 일의 분담･
대체 및 일하는 시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이 파
트타임 근로자(part-time wor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
일과 학업 등과 같은 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스케줄의 변경을 허용
하는 등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 자
유근로(freelance work) 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특정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결정하고 자유근로자가 운영은 하지
만 최종책임은 자유근로자가 지는 형태이다. 여섯째, 보조근로
(supplementary work)의 도입이다. 보조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

어 있는 사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 노동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일시적인 일이다. 이
러한 일은 보육 및 노인부양과 같은 소수의 예외적인 일과 개
인교습, 정원 가꾸기 및 사회･체육･문화･자선활동 등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고용관계를 합법화하기 위해 고용주는 바우처
를 구입해야 하고, 시간당 7.5유로의 명목가치를 갖는 보조근
로 바우처를 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포함하는 개혁
안은 견습공과 같은 훈련(training)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18～29세 사이의 청년근로자와 견습공 계
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교육훈련의 의무와 권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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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과 기술적인 전문교습을 통한 자격획득 및 학위취득이나
상위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Biagi 개혁안은 임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확장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Treu 개혁안을 확장한 것
이 분명하다. 그러나 Biagi 개혁안과 관련된 노동법 개정논쟁은
전혀 다른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탈리아 정부가 1970년의 노동
법 제18조의 적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지시키려고 시도하였
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
는 경우 당연 복직할 수 있던 것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안이었다.
정부는 세 가지 경우에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안을 4년
간 실험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즉 중소기업이 15인 이상으
로 고용을 증가시켜 제18조의 법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단기고용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기업이 지
하경제로부터 탈출한 경우에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안이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변
경은 이미 제18조의 적용으로 보호를 이미 받고 있는 수혜자들
에게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Biagi 법안을 둘러싼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어느 정
도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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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 노동시장 개혁의 시사점
이미 앞에서 논의한 이탈리아의 노동시장 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
였다. 이탈리아는 임시직 고용보호에 대한 완화를 통해 노동시
장의 성과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특히, 1997년의 Treu 개혁과

2003년의 Biagi 개혁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임시직 고용계약을
도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현

Berlusconi 정권이 출범한 이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률
증진, 실업률 하락이라는 관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OECD(2003)는 이탈리아의 높은 고용률 상승은 1990
년대 노동시장 개혁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 유연화가 커진 분
명한 결과(a clear result of greater flexibility)라고 지적하였다.46)
둘째,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편적인 개혁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
과를 초래하지 않지 않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임
시직 고용보호가 패키지 형태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규직 근로자의 해고비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임시직 시장의 개
혁을 통해서 이룩한 부분적인(at the margin) 개혁을 시도하는 것
은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기 때문이다.47)
셋째, OECD(2007)는 Treu 개혁이 다루지 못한 문제로 실업급

46) OECD Economic Survey: Italy(2003) 참조.
47) Giulio(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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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포괄적인 개혁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고용보호의 완화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용보호의 완화
는 분명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만 근로자들을 고용위험
이나 소득위험에 더 노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호의 감축
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일은 이직률(turnover) 증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시
장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48)

(2) 스페인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1)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스페인은 1936∼1939년간 내전을 치르고 1939년 프랑코 총
통 정권 수립 이후 1977년까지 독재체제가 지속되었다. 프랑코
체제 붕괴 이후 스페인 경제는 정치적인 혼란기를 거쳤으나,

198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정국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스페인 경제는 경제개방, 경제자유화 등을 통해 급속
한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1992년 유럽 단일통화 체제인 유로의
도입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스페인 경제도 한때 침체에
빠졌지만, 스페인 경제는 GDP성장률과 투자증가율 면에서 높
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의 GDP성장률은 1980년대 초
와 1990년대 초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로 1990년대 중반
48) Schindler(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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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증가
율에 있어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높은 투자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사회주의 정당으로 교체되자, 노
사정이 ‘경쟁력, 안정된 고용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협약
에 합의를 하면서 공공 개입을 늘리고 고용과 노동정책에서 노
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 고
용의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었다.
스페인의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표 11>이다.
스페인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
다. 스페인의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몇 가지 요인들로 1990년대
의 높은 실업률, 높은 청년실업률, 높은 임시직 비율과 이로 인
한 노동시장의 이분화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상대적으로 낮
은 고용률이다. 스페인은 이 기간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면에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우 낮아져 2006～2008년의
평균이 약 20.2%를 나타내고 있지만, 1985～1989년 기간에는
평균 39.2%, 1990～1994년에는 35.1%로 같은 기간 중 OECD
평균인 14.7%, 13.6%보다 훨씬 높은 청년층 실업률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최근 2006～2008년
에는 약 41.9%로 OECD 전체 평균인 43.4%와 거의 유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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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까지 높아졌지만,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의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였다. 스페인의 고
용보호법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높은 해고비용을 지
불해야 하므로, 고용주들이 신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
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높은 청년 및 여성실업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임시직 고용비율이 높은 노동시장의 이분화 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표 11>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6～2008년 기간 중 임시직 고용비율은 3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의 OECD 평균인 12.4%보다 훨씬 높
은 수준이다.
<표 11> 스페인의 고용 관련 지표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981～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2000

2001～
2005

2006～
2008

1981～
2008

고용률

50.19

48.91

50.38

52.58

61.47

66.36

54.25

실업률

16.43

19.49

19.31

18.88

10.65

9.37

16.23

경제활동참가율

60.05

60.73

62.44

64.77

68.78

73.23

64.58

고용률(15～24세)

36.73

34.12

33.71

31.34

38.14

41.90

35.38

고용률(65세 이상)

5.37

3.19

2.29

1.69

1.63

2.04

2.61

실업률(15～24세)

36.23

39.23

35.10

34.17

21.49

20.24

31.78

경제활동참가율(15～24세)

57.56

56.11

51.79

47.58

48.56

52.53

51.98

파트타임 고용비율

-

4.85

5.36

7.58

8.66

11.05

7.42

임시직 고용비율

-

21.51

32.26

33.34

32.13

31.88

31.01

고용률(여성)

27.45

28.48

32.34

36.81

47.55

55.40

37.10

경제활동참가율(여성)

34.20

38.64

44.39

49.99

55.86

62.83

47.13

자료: OECD Employment Polici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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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었다. 스페인의 경우 임금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이 고실업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즉 높은 고용비

용과 해고비용이 잠재적인 실업의 원인이었다. 이들 비임금 노
동비용은 경제가 성장하는 기간에 기업이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경제성장이 된
다고 하더라도 고용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2) 노동시장의 이분화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도입
가. 1984년의 임시직 허용
고용창출은 1980년대의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던 스페인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였다.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는
유럽연합은 물론 국제기구에 의해 폭넓게 채택되는 큰 흐름이
었다. 1980년 노동법(LET) 체제하에서 형성된 노사관계가 개혁
의 목표가 되었다.49) 1984년에 노･사･정 3자 간에 체결된 경제
사회합의(Economic and Social Agreement)에 임시직 고용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고 이것은 1984～1991년 기간에 고
용창출을 가져온 요인이었다. 이 조치는 1980년 노동법을 수정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과 그 당시까지 실업자와 25세 이하의 근
로자로 제한되었던 임시직 고용계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포
49) Pla and Ramos(2007)에 따르면 스페인의 노동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1984년, 1994년, 1997년, 2001년, 최근에 2006년 등 다섯 번의 개혁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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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것이었다. 1984년에 실업률은 약 20.1%에 달하였는데, 스
페인 정부는 임시직 고용계약을 자유화하는 고용보호법상의 변
화를 모색하였다. 첫째는 임시직 사용을 모든 유형의 일자리로
확대하였고, 둘째로 임시직은 정규직보다 해고비용이 훨씬 낮
았다.
그러나 정규직의 보호는 여전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러한 조치들은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을 가져
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개혁은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이중화되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불안정한 저
임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임금의 일자리로 나뉘게 되었
다.50)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대 초의 약 30% 이상으
로 증가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유럽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
이었다. 즉 높은 수준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호가 존재하
는 상태에서 정규직 사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부분
유연화(flexibilization at the margin)를 가져 왔다.51)

1985년과 1994년 사이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95% 이상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었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된 것은
단지 10%에 불과하였다. 스페인에서 임시직 문제는 새롭게 떠
오르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되면서 1990년대에 노동시장의
개혁은 1984년에 도입된 자유화 조치를 부분적으로 원상태로
돌림으로써 임시직 고용비중을 줄이는 것이었다.52)
50) OECD(2009)의 스페인의 노동개혁 내용을 참조.
51) Bentolila and Dolado(1994), Tohria and Malo(2000), Polavieja(2005),
Sala and Silva(2009) 참조.
52) Dolado et al.(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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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4년경에 스페인 노동의 3분의 1은 임시직 계약으로
고용되었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당시 총고
용의 32.5%가 기간제 고용계약이었고, 신규 고용계약의 90%
이상이 임시직 고용이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스페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5
년 이후 스페인 정부의 담당자들의 고민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풀고 어떻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도모해 가느냐 하는 데
있었다. 1992년과 1993년에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파트타임 고용계약을 늘리고 민간고용기구를 도입하였다. 지금
까지 국가고용기관이 담당하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더 잘 조정
되도록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
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 개혁의 한계는 바로 사회적 파트너 간에 해고비
용의 문제와 해고의 객관적인 사유의 개념이 모호하였지만, 이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나타났다. 이 같은 개혁
의 문제는 다시 1997년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문제에서 다시 불
거졌다.

1994년도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계절근로자로 제한하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정당한(fair)’ 해
고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의 해고비용을 줄이려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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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정당한 해고의 정의를 확대하였는데 해고를 위해 경
제적 이유(economic reasons)를 추가하였지만, 실제 변화한 것은
거의 없었다. 고용주들은 여전히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을 선호
하였고, 법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판단하
는 기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 1997년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도입
스페인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를 갖고
있던 국가였다. 스페인은 계절과 관련 없는 생산활동에 임시직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변경하였지만 정규직 고용계
약에 대해서는 보호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1984년의 노동시장
개혁은 정규직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노동시장의 일부만 유연하게 하는 방식(flexibility at the margin)이
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시직 고용의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
게 되면서 1990년대의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은 한편으로는 임
시직 고용을 제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고용의 해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음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노동시장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였다.53) 1994년 노동시장
개혁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자 1997년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의 노동시장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1997년의 노동시장 개혁은 임시직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다.54)
53) Dolado et al.(2001) 참조.
54) Martin(2002)는 1985～2002년까지의 스페인 노동시장의 개혁정책을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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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실업률은 여전히 20% 정도였고, 임시직 고용은
34%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같은 경제지표는 당시 유럽지역의
다른 나라의 실업률과 고용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55)
경제가 나아지면서 고용을 더 하는 데 장애가 된 것은 바로 스
페인의 높은 해고비용이었다. 스페인 정부가 이를 인식하게 되
면서 해고비용이 낮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contrato para el
fomento de la contratación indefinida: CFCI)’을 도입하기에 이르렀

다.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CFCI)은 30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45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적용되었
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이 고용계약은 임시직 고용계약을 정규
직 고용계약으로 바꾸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새로
운 형태의 고용계약’에 따르는 해고비용은 객관적 이유로 부당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래의 정규직 고용계약의 해고비용
과는 다른 것이다.

<표 12>는 1997년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 이후 해고비용 및 급
여세(payroll tax)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1997년의 노동시장 개
혁은 부당해고(unfair dismissals)의 해고비용을 약 25% 낮추는 한
편, 새로이 체결한 정규직 고용계약 그리고 30세 이하, 45세 이
상, 장기실업자, 여성 및 장애근로자에 대해 1997년 2/4분기 이
후 임시직 고용계약에서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일자리를 전환하
는 데 따르는 급여세를 40～90%로 낮췄다. 1997년의 스페인의
55) 1997년 4월의 합의는 세 가지의 주요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
는 노동시장 불안정의 감축,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의 촉진, 노
동법령의 폐지에 기인하는 부분별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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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1997년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 이후 해고비용 및 급여세의 변화
1997년 이후 정규직
기존의 정규직 고용의 새로운 정규직 고용의 고용계약하에서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해고비용
해고비용
대한 급여세 감소분

구 분

실업근로자

청년
(30세 이하)

최대 42개월분 임금, 최대 24개월분 임금, 24개월분의 고용주
1년마다 45일분 임금 1년마다 33일분 임금 기여금의 40%

노년
(45세 이상)

24개월분의 고용주기
최대 42개월분 임금, 최대 24개월분 임금,
여금의 60%, 그 이후
1년마다 45일분 임금 1년마다 33일분 임금
50%

중년
최대 42개월분 임금, 최대 42개월분 임금,
없음
(30～45세 사이) 1년마다 45일분 임금 1년마다 45일분 임금
노년
임시직
(45세 이상)
고용계약하의
근로자
청년 및 중년
(45세 미만)

24개월분의 고용주기
최대 42개월분 임금, 최대 24개월분 임금,
여금의 60%, 그 이후
1년마다 45일분 임금 1년마다 33일분 임금
50%
최대 42개월분 임금, 최대 24개월분 임금, 24개월분의 고용주
1년마다 45일분 임금 1년마다 33일분 임금 기여금의 50%

자료: Pla and Ramos(2007) 참조.

노동시장 개혁은 4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였다. 그러
나 2001년에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제도가 만료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자 정부는 이 제도를 계속 유
지하고 다른 근로자 그룹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하도록 확장하였다. 1997년 노동시장 개혁은 새로운 근로
자 고용계약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보상금(severance
payment)을

1년당 45일에서 33일로 줄였고, 최대 42개월분에서

24개월분으로 대폭 줄였다.
1994년의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1997년 및 2001년의 개혁의
목적은 해고비용을 대폭 줄인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을 도입
함으로써 임시직 고용의 사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
한 1997년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 조치의 결과, 일부 그룹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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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정규직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1997년 2/4분기 이
후 청년근로자 및 나이 많은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 새로 체결
한 정규직 고용계약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나이 많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장기실업자 및 장애근
로자의 경우 고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원래 정규직 고용계약은 1997년에 감소하고 그 이후 증가하
였지만, 청년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1997년

2/4분기 이후 남녀 임시직 고용계약이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전
환되는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997년 2/4분기 이후에 청
년근로자와 나이 많은 근로자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
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고용계약의
급격한 증가한 것은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정책이 이 그룹의 근
로자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56)

다.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제공

2001년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다시 파트타임 고용계약을 수
정하여, 파트타임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
다. 이 같은 변화는 사용자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노
동조합은 좌파 성향의 정치집단과 함께 이 개혁조치에 반대하
고 나섰다. 좌파 정치집단과 노동조합은 이러한 새로운 개혁조
치가 파트타임 고용계약을 지원하기보다는 약자인 사회집단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6) Kugler et al.(2002), Pla and Ramos(2007)는 1997년의 스페인 고용보호
개혁조치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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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노동시장의 경우 임시직 고용비율이 매우 높아 2006
년의 경우 34.4%에 달하였고 이것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
까운 수치였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2006년에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합의가 사용자 단체, 노조, 정부 간에 이루어졌다.
이 합의안에는 고용수준을 높이고, 임시직 고용계약의 수를 줄
이며 정규직 계약을 지원하고 임시직 계약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임시직 고용계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서 투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57) 이 법은
여성, 45세 이상 나이의 근로자, 청년, 장기 실업자, 장애를 가
진 근로자와 같이 일자리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갖는 근로자
들에게 고용주가 정규직 고용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를 주는 새로운 고용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6년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2회 이상 기간제 고용계약을 하고
또 30개월 기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 일자리에서 일을 한 경
우에 근로자 정규직 고용계약을 기업이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기업 내에서 반복적인 고용계약 갱신을 제한하였다. 둘째,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고 여성, 청년근로자, 장애를 가진 근로자
와 같은 타깃그룹에 일정의 쿼터를 설정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하였다. 셋째,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업기여금(unemployment
contributions)을 줄였다. 넷째, 가족부양 책임이 없는

45세 이상

의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임금보장기금
(FOGASA)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하였다.
57) Hernandez(2007), Castellanos(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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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의 시사점
앞에서 논의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고용계약 도입과 함께
임시직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분
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높은 해고비용의 존재는 투자를 어렵게 한다. 스페인
은 정규직 고용보호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추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다. 스페인은 1994년과 1997년의 두 차례에
걸쳐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서 임시직의 고용비율을
낮추려는 정책시도를 하였다. 1990년대의 스페인 노동시장 개
혁은 한편으로는 임시직 고용을 제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고용의 해고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
음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노동시장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스페인은 임시직 고용계약이 높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
운 형태의 정규직 고용을 도입하였다. 이 같은 높은 임시직 비
율이 높은 이유가 정규직 고용보호가 너무 과도한 데 있다는
인식하에 스페인은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58)

Donado et al.(2001)는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부당해고의
경우에 해고비용이 높은 고용계약은 높은 불확실성을 유발하게
되어 기업의 실물자본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로 2006년 노동시장 개혁은 임시직 고용계약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늘어나는 임시직 고용계약 비
중을 줄이려 하였다. 그러나 OECD의 최근 스페인 관련 고용통
58) Grubbs and Wells(1993), Dolado et al.(2001), Booth et al.(2002),
OECD(1999, 2004), Chung(2005), Polavieja(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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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면 임시직 고용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고용률, 청년
고용률이 저하한 반면에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였
다. 임시직 일자리를 줄이면서 정규직화되는 과정을 밟기보다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노동시장 개혁조치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육훈련이다. 유럽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
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도입
하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조치는 청년 근로
자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두 나라의 접근방법은 상
이하였는데, 스페인은 교육훈련은 소홀히 하였던 반면 이탈리
아는 교육훈련에 집중한 결과 많은 근로자가 임시직에서 정규
직으로 이행하였다.59)

(3) 네덜란드의 정규직과 임시직 고용보호 완화
1) 최근 노동시장 현황 및 문제점

1980년 이전의 네덜란드는 고실업-저성장, 고비용의 복지부
담 등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앓고 있었던 국가였다면, 또
한편으로 네덜란드는 노동시장과 복지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재
정적자 해소, 실업률 감소 및 고용창출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을 이룬 나라이다.60) 네덜란드는 1980년대
59) Adam and Canziani(1998) 참조.
60) Becker(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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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기인 1981～1984년에 GDP성장률은 0.95%, 투자증가율은

-0.95%를 냈지만, 최근 2006～2007년 기간 중의 GDP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은 각각 3.24%와 6.13%를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
의 기적은 실업감소, 고용확대, 성장률 회복을 그 내용으로 하
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활동인구의 비활성문제를 극복하기 위
한 복지개혁과 파트타임 노동의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
화로 달성된 것이었다.
우선, 네덜란드의 기적은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은 대폭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의 네덜란드의 고용 관련
지표를 분석해 보면 OECD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률이 매
우 낮고, 고용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청년 고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기간 중에 10%
내외의 높은 실업률을 나타낸 반면에 고용률은 52∼56% 정도
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은 2006～2008년 기간 중에 실업률
은 3.53%로 낮아지고, 고용률은 75.6%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같은 기간의 OECD 전체의 실업률 5.9%보다 훨씬 낮으며, 같
은 기간의 OECD 평균 고용률 68.9%보다 높은 것이다.
둘째로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및 임시직 고용률이 매우 높다.
특히 OECD 평균에 비해 파트타임 고용비율이 매우 높다. 네덜
란드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1981～1984년 기간 중에 18.5%였
고 임시직 고용비율은 5.8%였으나, 2006～2008년에는 파트타임
고용비율이 약 35.9%, 임시직 고용비율은 17.5%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6～2008년 기간의 OECD 평균인 15.4%, 12.4%보다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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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여성경제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한 점이다. 1981～1984
년 기간 중 여성의 고용률은 35.6%, 경제활동참가율은 39.8%였
지만 2006～2008년 기간에는 각각 68.9%, 71.7%로 급증하였다.

Klaauw(2009)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급
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조세정책의 개혁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2001년 조세개혁을 통해서 한계세율을 낮
췄는데, 이 같은 한계세율 인하가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여성노
동의 공급은 남성 노동공급에 비해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61)
<표 13> 네덜란드의 고용 관련 지표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981～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2000

2001～
2005

2006～
2008

1981～
2008

고용률
실업률

52.28

56.02

63.25

69.12

73.21

75.63

64.75

11.18

10.41

6.56

4.95

3.90

3.53

6.76

경제활동참가율

58.86

62.46

67.68

72.70

76.18

78.40

69.23

고용률(15～24세)

41.25

46.58

55.59

61.56

67.30

67.67

56.60

고용률(65세 이상)

2.00

1.72

-

3.02

3.55

4.54

3.05

실업률(15～24세)

20.54

16.72

9.87

9.21

6.89

6.28

11.56

경제활동참가율
(15～24세)

51.86

55.70

61.68

67.74

72.26

72.20

63.53

파트타임 고용비율

18.54

25.14

28.16

30.08

34.44

35.87

30.01

임시직 고용비율

5.82

8.54

9.17

12.16

14.57

17.51

11.84

단위노동비용

1.15

0.20

2.36

1.76

2.24

1.84

1.60

고용률(여성)

35.56

40.73

50.49

58.46

64.89

68.91

52.87

경제활동참가율(여성)

39.78

46.60

55.23

62.31

67.80

71.73

57.01

자료: OECD Employment Policies, 2009.

61) Meghir and Phillips(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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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세나르협약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가. 바세나르협약과 상병급여 개혁
① 네덜란드병과 바세나르협약

1980년 초 네덜란드는 경제성장률, 투자율, 실업률 및 재정
적자 등과 같은 거시지표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
다. 고실업, 관대한 복지급여, 까다로운 해고절차와 같은 노동
시장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근저에는 장애급여와 상병급여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몇 가지 중요한 개혁조치를 단
행하게 되었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82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리더들이 역사적인 합의, 즉 바세나
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둘째로 정부가 1993
년 상병급여와 장애급여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착
수한 것이다. 셋째로 1998년 “고용유연 및 안정법”을 제정한 것
이다. 이 법 제정으로 네덜란드 노동시장은 임시직 노동시장이
급격히 유연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9년 사전통고기간의
단축에 이어 2007년부터는 일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
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다.62)
우선 네덜란드에서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 간의 강한 협조적
인 전통은 제2차 세계대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사
용자단체, 노동조합, 정부는 국가재건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
62)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간단한 review에 대해서 주OECD대표
부(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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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은 민간조직인 노동재단(Foundation
of Labour)을 만들었다.

1950년대 기간 중에 국가재건을 위해 임

금수준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고, 보호수준이 높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간의 협력으로
노동쟁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60년대에 이러
한 노사 간 협조시스템은 근로자들이 경제성장에 걸맞은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보상하는 수준
으로 임금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도입되었
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조항들은 1980년
대 초의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6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립되어 온 전통적인 사회협의 모델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네덜란드는 소위 네
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경험하였다. 그렇지만 1982년 기민-자
유 연립정부 주도로 위기극복을 위한 바세나르협약 체결에 성
공하였다. 이 협약은 사회보장 축소,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제 고용의 촉진, 비정규 노동의 자유로운 활용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시간제 고용은 특히 네덜란
드의 전통적인 가족중시주의 하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
동에 참여하면서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세나르협약이 체결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만큼
임금을 자동 인상하는 체제를 종식시키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

63) Van Voss(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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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합의하였다.
바세나르협약은 네덜란드 노동시장에 몇 가지 영향을 주었
다. 우선 중요한 것은 1980년대 동안에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
어졌다. 즉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8시간으로 정해졌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유형이 도입되었다. 동시에 정부는 파트타임 일자
리의 고용을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이 어
린아이를 돌보는 강한 전통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비교적 낮았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함께 병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은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
아졌다. 고용주들은 임시직 고용계약 일자리를 늘려 기업의 외
부유연성(external flexibility)을 높였고 파견근로자기관(Dispatched
Work Agencies)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

였다.

② 상병급여의 개혁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랜 기간 관대한 상태를 유지하
였다. 1990년 초에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상병급여(sickness
benefit)와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

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결근율(absenteeism)이
증가하고 장기 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네덜란드의
노동비용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졌고 네덜란드는 경쟁
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3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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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장기 장애자에 대한 장애급여를 줄이는 것이었다.
장애급여의 감축은 새로운 장애자의 숫자를 줄이거나 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장애급여 개혁조치의 결과로

1994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중 장애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
기 시작하였고, GDP대비 장애급여 지급비율이 저하하였다.64)
정희정(2006)은 네덜란드의 장애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장애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경
험하면서 실업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장애보험
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네덜란드의 경제위기
당시, 장애보험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되었다. 즉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노동자
등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보다 쉽게 일자리를 그만
두게 만드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네덜란
드의 질병보험･장애보험 수급자 수는 1980년대 꾸준히 증가하
여, 이 제도에 포함되는 인구는 1990년대 초반에는 115만 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노동가능인구(16～65세 사이)의 11%
가 넘는 수준이었다.65)

64) Schütz et al.(2001) 및 OECD(2009) 네덜란드 편 참조.
65) 네덜란드의 장애보험(WAO)은 질병이나 장애를 획득한 노동자가 질병보
험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것은
고용주에 의해서 급여가 주어지는데 이전 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급여의 지급기간이 지나면 노동자들은 장애
보험법에 의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정희정(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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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8년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① 이중해고 시스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해고금지제도를 갖고 있
던 국가 중의 하나이다. 고용계약의 고지는 지방고용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즉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중 유
일하게 사전해고심사(preventive dismissal evaluation)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66) 네덜란드는 1945년 이래로 근로자의 해고를
위해서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이중해고 시스템(dual dimissal
system)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근로소득센터(Center for Work and
Income: CWI)의 사전허가를 통한 해고와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해

고가 그것이다. 노동소득센터는 사전에 고용주로부터 해고 요
청을 승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센터는 법
원에 의한 조정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센터가 근
로자의 해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법원에 그 사건의 해
결을 맡길 수 있다. 법원에 의한 방법은 최근 대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문제가 있다. 근로소득센터를 통한 해고방식은 허가를 얻
기가 쉽지 않고 해고절차가 복잡하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 퇴직
금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 불필요한 반면에 법원에 의한 판결
의 경우 해고가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으나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Deelen et al.(2006) 및
66) Kaar(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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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2009)에 의하면 근로소득센터를 통한 해고에 들어가는 총비
용은 약 5,826유로인 반면에 법원을 통한 해고에는 2만2,000유
로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소득센터를
통한 해고에는 퇴직위로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법원을 통
한 해결에는 1만6,700유로의 퇴직위로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같이 네덜란드 고용보호정책을 관찰해 보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나가고 들어오도록 하는 대신에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적극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가 노동자
들을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데 비해 네
덜란드는 해고보호 수준이 여전히 높다.67) 그러나 Wilthangen

and Tros(2004)는 1980년 이래로 이러한 해고허가 시스템은 기
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이고,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화하고 이
동성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90년대 후
반 이후 이러한 이중적인 해고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68)

67) Bol(2009), Deelen et al.(2006) 참조.
68) Pot Koene and Paauwe(2000) 참조. 네덜란드에서 이중해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이유는 노조, 사용자, 정부의 이해일치에 의한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복잡한 해고절차를 통해 해고를 통제할 수 있고, 사용자
는 행정관청의 해고절차를 통할 경우 해고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정부
역시 해고절차 지연으로 사회보장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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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고용보호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접목시키려는 새로운 접근은

1995년 말에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Flexibility and Security)”이라
는 각서가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이 각서에는 근로자가 누리고
있었던 해고보호제도에 수정을 가하고 임시직근로자 소개기관
의 허가제도 폐지, 대기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과 같은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에 네덜란드 하원은 유연성과 안
정성 안을 받아들였고 노･사･정도 이 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1998년 네덜란드는 노동의 유연화와 함께 안정성을 도모하
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69) 고용유연 및 안정법은 경직된
고용은 보다 유연하게 하는 한편 유연한 근로자의 안정성을 증
대시킨 것이다. 이 법은 ‘중개를 통한 노동자 파견법(Act on
Workers Allocation via Intermediaries: WAADI)’과 연결되어 있다. 고
69) Withagen and Tros(2004)는 네덜란드의 고용유연 및 안정법의 주요 내
용을 유연성을 높이는 측면과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
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제 고용계약 규제를 조정하였다. 3번의 연속계약 이후 또는 총 연속기
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TWA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되었다. 임시직 고용의 최대기간(이전에
6개월)도 역시 폐지되었다. 고지기간이 단축되고 간소화되었다. 6개월에
서 원칙적으로 1개월, 최고 4개월로 단축되었다. 경제적･기술적･조직적
이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해고절차가 단축되었다. 공공고용기관
(Public Employment Service)의 해고통지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하였다.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는 고용주가 퇴직위로금(severance
pay)을 지급하는 경우 축소된다. 둘째로는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3개월 동안 주당 최소 20시간을 노동하면 법적으로 고용계약이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호출노동의 경우 매 호출시마다 최소 3
시간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피고용자와 임시직고용기관 간의 협
약은 이제 정규고용계약으로 간주된다. 파견업체와의 계약도 사용업체
와의 정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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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연 및 안정법이 제정되기 1년 전인 1998년에 이 법을 제정
하여 허가제로 운영하던 파견업을 폐지하여 자유업화하였고 파
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도 폐지하였다. 고용유연 및 안
정법은 이 법의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파견근로자
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그 안에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이
두 법은 네덜란드 노동시장을 여러 면에서 변화시켰다.70)
해고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용유연 및 안정법
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고지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적 이
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근로
자가 해고를 받아들여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
지 않는 것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한편 고용유연 및 안정법에
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었다. 이의 주요 내용은 파트타임 근로, 기간제계약, 대기근로
자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71)
첫째,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은 나라이고 파트타
임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 일자
리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연금이나 승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고위직으로 승진이 되지 않지만,

1996년 이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에 만들어진
70) Kaar(1997) 참조.
71) van Voss(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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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조정법(Acts on Adjustment of Working Hours)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용주는 그
러한 요구를 기업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기간제 계약(fixed term contracts)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목
적과 기간이 무엇이든지 첫 번째 기간제 계약을 자유롭게 종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간제 고용계약의 사용은 법적으로 제한
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999년까지 법률은 두 번 연속된 기간
제 계약이 사전고지 없이 종료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해고를 위해 지방고용당국 국장의 사전허가와 고지기간
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
은 무기계약의 경우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것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조
건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는 두 계약 사이에 적어도 31일간의 간
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두 번
째 계약은 계속되는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호출고용(on call) 계약이다. 원래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
서 일하는 기간과 시간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이 계약형태는 흔히 이용되는 근로형태이다. 작업장의 약 6%
가 이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호출고용 계약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법적인 지위는 높지 않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후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합의하면서 상대적으로
대폭 유연화되었는데, 1990년 중반 이후 고용유연 및 안정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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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를 통한 노동자파견법이 마련되면서 더욱 유연화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에 대한 고용보호
의 상대적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다. 정규직 고용계약의 보호완화
네덜란드는 1998년에 고용유연 및 안정법을 만들 당시에 정
규직 보호를 일부 완화한 이후, 정규직 보호를 거의 완화하지
않다가 2007년에 와서야 정규직 고용보호를 일부 완화하였
다.72) 1999년에 4년 근무와 20년 근무 시 근속기간별 사전통보
기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네덜란드는 해고심사 및 결정을 위해
법원과 노동소득센터를 이용하는 이중해고제도를 갖고 있다.

2007년에는 해고통보에 앞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노동
소득센터를 통한 해고통보는 4～6주, 법원의 경우 1～30일 정
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 노동소득센터의 경우

7.5주, 법원의 경우 해고통보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3주였던 것
에 비하면 대폭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부당해고 보
상금 관련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처리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일정한 공식에 따라 결정된 금전적인 보상금을 지급
한다. 법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경우 수정조항은

1보다 크게 된다. 이처럼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력했던 네덜란
드의 경우에도 고용보호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단계적
72) 이후의 논의는 Venn(2009) 및 OECD Employment Policies(2009)의 내
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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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해지고 있다. 1998년 정규직 고용보호에 있어서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진 후 2007년과 2008년 거듭 정규직 고용보호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중해고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러한 이중적인 해고절차의 변화가 필
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3)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의 시사점
네덜란드는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
성을 함께 도모한 대표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73) 임시직
고용보호와 정규직 고용보호를 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정책
과 노동시장 성과 개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74) 고용유
연 및 안정법은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유연화된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상의 지위
를 향상시켜 주었다. 네덜란드의 고용유연 및 안정법은 노동시
장의 유연화를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 조치뿐만 아니라 유연
한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들도 포함되
어 있다. 네덜란드는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조치의 결과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여성노동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네덜
란드는 파트타임 및 임시직 고용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OECD

73)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의 비교에 대해서는 정원호(2000) 참조.
74) Bovenberg, Wilthagen and Bekker(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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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 비해 파트타임 고용비율이 매우 높고 여성경제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둘째로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도 강화된 점은 노동비용 증가
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이중해고 시스템(dual dimissal
system)을 가지고 있다. 근로소득센터를 통한 해고방식은 허가

를 얻기가 쉽지 않고 해고절차가 복잡하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
퇴직금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 불필요한 반면에 법원에 의한
판결의 경우 해고가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으나 금전적인 보상
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센터를 통한 해고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약 5,826유로인 반면에 법원을 통한 해고에는 2만2,000유로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소득센터를 통한
해고에는 퇴직위로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법원을 통한 해
결에는 1만6,700유로의 퇴직위로금이 들어간다. 1980년 이래로
이러한 해고허가 시스템은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이고, 노
동시장을 보다 경직화하고 이동성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이중해고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셋째로 1990년 초에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상병급여(sickness
benefit)와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

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근율(absenteeism)이 증가하고
장기 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네덜란드의 노동비용
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네덜란
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
라 정부는 1993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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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 개혁조치의 결과로 1994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중 장
애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GDP대비 장애급
여 지급비율이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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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 3개국의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투자의 관계
이 같은 고용보호 완화의 결과 고용보호법제지수의 국가별
추이는 매우 크게 변화하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
드는 유럽 국가 중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인 국가들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이후 나타난 고용보호법제지수의 저하를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경우 매우 빠른 고용보호법제지수의 하락을 보여
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지수는 1990～

2008년 기간 중 불변이었으나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는 매우 빠
른 감소를 보여 주로 임시직 고용보호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전
체기간에 걸쳐 대체적으로 1.76을 계속 유지한 반면에 임시직
고용보호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1998년, 2001년 그리고 2003
년 등 세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
데 이탈리아 노동시장은 1997년의 Treu 개혁조치와 2003년의

Biagi 개혁을 통해 임시직 고용계약의 유연화가 더욱 진행되었
다. 앞의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1990～2008년 기간 중 이탈
리아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지수의 변화는 없었지만 임시직 고
용보호지수는 같은 기간 중 -3.38로 크게 완화되었다.
반면에 스페인은 1990～2008년 기간 중 정규직의 고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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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어떤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빠르게 완화된 국가이다.
스페인의 경우 임시직 고용보호는 한때 큰 폭으로 규제가 완화
되었으나, 2000년 초에는 임시직의 고용보호가 오히려 부분적
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정
규직 고용보호는 큰 폭으로 완화된 반면, 임시직 고용보호는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를 나타냈다. 스페인의 사례는 높은 비정
규직 비중의 주요 원인이 정규직의 엄격한 고용보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은 임시직 고용계약이 높은 상태를 해소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고용을 도입하였다. 정규직
고용보호법제 중에서 해고비용과 급여세(payroll tax)를 대폭 인
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노동비용을 낮추려 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임시직 고용보호법제지수는 1990～2008년 기간
중 -0.25 정도의 변화를 나타냈지만,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지수
는 OECD 국가 중 -1.42로 가장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의 고용보호가 거의 동
시에 이루어진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1999년도에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의 규제완화를 보여주었으
며 그 이후에도 두 고용지표의 완화가 계속 이루어졌다. 네덜
란드의 최근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정규직 고용보호의 일부
완화가 있었다. 최근 들어 네덜란드는 임시직 고용보호를 풀었
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고용보호를 푼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
이다. 1990～2008년 기간 중 네덜란드의 임시직 고용보호지수
는 약 -1.19 감소하였고,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도 세 차례의 개
혁을 통해서 -0.36의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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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개국의 고용보호법제지수*의 변화 추이

주: *는 전체 고용보호법제지수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와 임시직 고용보호법
제지수의 단순합을 의미.
자료: OECD(2009)

그러면 고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한 상관관계로 살펴본 것이 <표 14>이다. 이미 제3장에서

OECD 국가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간단히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미 제3장에서 사용한 바 있
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3국의 고용보호법제지수와 기업
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 본 결과 고
용보호와 기업투자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표 14> 고용보호법제지수와 기업투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상관관계

이탈리아

-0.0860(0.0052)***

스페인

-0.1544(0.0000)***

네덜란드

-0.0035(0.9039)

주: ( ) 안은 p-value이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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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3개국 고용보호 개혁과 그 시사점
가. 고용보호 개혁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등 3개국의 노
동시장 개혁, 특히 고용보호법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
았다.

<표 15>는 고용보호법제의 개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국가가 고용보호 완화를 추진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과정
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사례분석 국가들 중 이탈리아와 스페
인은 정권의 이념적인 색깔이나 노조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노
동시장 정책이 자주 변경되었다. 노동시장 개혁은 많은 경우
이해집단의 저항,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 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시장의 개혁 또는 고용보호
의 개혁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정규직의 보호는 해고규제로 매우 높은 상
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의 방안은 임시직 보호규
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만성적인 실업문제가 있었다. 반면에 스페인은 임
시직 고용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았고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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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강한 것이 임시직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는 1980년대에 네덜란드병이라고 할 정
도의 높은 실업, 저성장, 고복비부담비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더구나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있었던 상태
였다.
노동시장 규제완화 정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경
직성 완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탈리아는

Treu 개혁과 Biagi 개혁에서 임시직의 대폭적인 도입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특히 Biagi 개혁안은 무기용역
계약, 대기근로자, 파트타임 도입 등을 골자로 하여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대폭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스페인은 임시직
이 많은 상태에서 정규직의 해고비용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추
진하였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을 도입하여 부당해고
에 대한 해고보상금(severance payment)과 급여세를 대폭 인하하
였다. 한편 네덜란드는 1982년부터 사회보장축소, 노동시간 단
축,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활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과 사용
자단체 간의 바세나르협약을 진전시켰다. 더구나 네덜란드병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실업급여를 대폭 개편하여 노동비용의 증가
의 억제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 중요하게 지적되
어야 할 것은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동시에 안정성
을 도모하고자 고용유연 및 안정법을 만들고 이를 추진한 점이
다. 이 법은 경직된 고용은 보다 유연하게 하고 유연한 피고용
자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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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3개국의 고용보호 개혁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고용보호 개혁 조치

이탈리아

- Treu 개혁을 통해 임시직 고용계약 도입, 직업센터민영화, 훈련고용계약 및 견습
공계약 도입
- Biagi 개혁: 무기용역고용계약, 대기근로자, 파트타임, 일자리 나누기 등 비정규직
고용계약 확대

스페인

네덜란드

-

1980년대 이후 1984, 1994, 1997, 2001, 2006 등 5차례의 노동시장의 개혁
정규직 보호가 강한 상태에서 1994년 임시직 허용
1997년 해고비용을 대폭 축소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도입으로 정규직 고용증가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보상금 및 급여세의 대폭적인 인하

- 1982년 바세나르협약: 사회보장 축소,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고용
의 촉진, 비정규노동의 자유로운 활용
- 상병급여의 개혁: 장기장애 발생이 증가하면서 노동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로
개혁 추진
- 1999년 고용유연 및 안정법 채택: 임시직 고용계약의 증가, 고지시간의 단축, 해
고절차 단축, 실업급여의 축소

나.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

이탈리아, 스페인 및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사례분석에서 얻
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
하였다. 이탈리아는 임시직 고용보호에 대한 완화를 통해 노동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추진된 노동
시장 개혁은 고용률 증진, 실업률 하락이라는 관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탈리아의 높은 고용률 상승은 1990년대 노동
시장 개혁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 유연화가 커진 분명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
조치의 결과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여성노동의 급격한 증
가가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및 임시직 고용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OECD 평균에 비해 파트타임 고용비율이 매우 높
고 여성경제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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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편적인 개혁이 되어서
는 안 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례는 이것을 보여준다. 노
동시장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
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임시직 고용보호가 패키지 형태로 완화
되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비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임
시직 시장의 개혁을 통한 부분적인 개혁은 왜곡을 심화시킬 가
능성이 있다.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은 임시직 비율이 높은 이
유가 정규직 고용보호가 너무 과도한 데 있다는 인식하에 정규
직 고용보호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 임시직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정규직 고용의 해고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스페인은 임시직 고용계약이 높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
운 형태의 정규직 고용을 도입하였다.
셋째로 고용보호의 완화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보호의 완화는 분명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
이지만 근로자들을 고용위험이나 소득위험에 더 노출시키게 된
다. 따라서 고용보호의 감축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일
은 이직률(turnover) 증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불
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역
할을 한다. 제대로 된 실업보험의 설계는 근로자들에게 소득확
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
성 유지와 적당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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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과 사례분석 결과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1991～2008년 기간의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고
용보호와 기업투자 간 관계를 새로운 계량경제학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투자를 위축시
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별로 측정된 고용보호의
강화는 근로자의 해고비용 상승, 조정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의 자금제약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고용보호의 강화는 큰 기업의 자금제약
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 규모의 기업은 자금제
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보호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별 고용보호 강화와 기업투자 간에는 음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대상국은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보호 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노동비용을 증대시키
는 고용보호 강화와 기업투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
음을 보여준다.
넷째로 우리나라의 해고비용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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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고비용은 30개 OECD 국가
중 28위로 나타났다.75) 해고비용은 91주분에 해당하는 임금으
로 노동부문의 순위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75)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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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의 완화
가 필요하다. 높은 고용보호는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해고비용의 축소를 포함한
고용보호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시에 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노동시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고용보호 완화조치는 고용 그 자체의 증가는 물론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높은 상태의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은 높은 해고비용의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
고비용이 높은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증가하게 되고 새로
운 근로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한편, 높은 조정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해고비용이 높은 경우 기업의 투자정책과 고용정책을 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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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가져온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확보(flexicurity)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고용보호의
완화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보호
의 완화는 분명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만 근로자들을
고용위험이나 소득위험에 더 노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
호의 완화와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결합하는 일은 일자리의 전
환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불안정
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실업보험의 설계는 근로자들
에게 소득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지와 적당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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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Lee, Byoungki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corporate investment, the effect of
employment protection is going to be empirically analyzed. The
analysis of how employment protection influences corporate
investment requires dynamic panel analysis using data by countries
rather than analyses of individual countries due to the nature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Second, major countries
which have relaxed their employment protection are selected to
analyze such specific institutions and their effect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and results from case studies, this research
produces several important findings.
To

begin

with,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the empirical
data from 1991 to 2008 is used and a

system GMM estimation

method is adopted. The finding from this analysis is that stronger
employment protection leads to decrease in corporate investment.
The enhanced protection of employment as measured by countries
turns out to be a factor causing slides in corporate investment
through rising wages and adjusting costs.
Second, when employment is more strongly protected, firms
confront greater financial constraints. Furthermore, strengtheni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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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protection impose tight financial constraints on larger
firms whil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njoy relatively
lower ones.
Third, tighter protection of employment in each country is
negatively related to corporate investmen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ronger

employment

protection

which

increases labor costs and corporate investment. Fourth, Korea has
very high firing costs in the World Bank's Doing Business,
ranking 28th out of thirty OECD countries. Firing costs amount to
91 weeks of wages, and prove to have a damaging effect on
creating a corporate-friendly environment as well as to push
Korea's ranking in the labor regulation area down to a lower
level.
How employment protection have an effect on corporate
investment is shown in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is, based on
which the following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increasing

corporate

investment

calls

for

easing

employment protection. Higher levels of employment protection
are very likely to discourage corporate investment. Therefore,
necessary measures include reducing firing costs to impose less
tight employment protection. Such measures are expected to bring
not only more employment growth but also promotion of corporate
investment. Second, necessary policy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mak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by lowering the high firing
costs. While high firing costs increase rigidity in the labor market
and deter new employees from entering the market, they also
incur enormous adjustment costs, which can discourage corporate
investment. In other words, huge firing costs serve as an incentive
for firms to make conservative decisions on invest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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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policies.
Third, flexibility as well as flexicurity need some effort to
achieve in the labor market. Reducing employment protection
increases labor market flexibility, but also exposes workers to
increased employment and income risk. Combining reductions in
employment protection with improvements in the social safety net,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can help mitigate the income
risk associated with increased job turnover and thus reduce
opposition to reform. However, a properly designed unemployment
insuranc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ecuring income while also
maintain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appropriate levels of
incentiv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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