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견근로제도 변천과 시사점

▢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10:00~11:40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모시는 글>
한국 정치·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 대선결과는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
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저성장 국가로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
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비효율성이 높고 국가경쟁
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늘 있어왔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노
동시장을 개선하고자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각종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상황입
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국을 위한 체질
개선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구조
를 급변하는 산업과 그에 걸 맞는 일자리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중 하나가 파견근로사용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파견법제정의 목적은 파견
근로자 보호와 인력수급의 원활입니다. 하지만 한국파견제도는 파견근로자보호에
만 집중되어 인력수급원활이라는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한국경제연
구원에서는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경제 특히, 노동시장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일본 파견근로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 한국파견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은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 노동시장 구조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우리나라 파견근로제도 개선에 대한 지혜
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장 권 태 신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0:10~10:50

발제 1: 일본의 파견법 개정의 역사와 효과

[40′]

다카야스 유이치 (일본 대동문화대학교 사회경제학부 교수)

종합토론
좌 장: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노동경제학회 회장)
10:50~11:40

토 론: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실장)

[50′]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정장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변호사)
<가나다 順>

11:40

폐 회

발제 1

일본의 파견법 개정의 역사와 효과

다카야스 유이치
(일본 대동문화대학교 사회경제학부 교수)
-1-

㧒⽎㦮 䕢ἂ⻫ Ṳ㩫㦮 㡃㌂㢖 䣾ὒ
╖☯ⶎ䢪 ╖䞯
䌖䃊㟒㓺 㥶㧊䂮

1

୍䕢ἂ⻫Ṳ㩫㦮 㡃㌂

Ṳ㣪

ཛ

X`_\⎚
㩲㩫

⁒⪲㧦䕢ἂ⻫㦮 㩲㩫
࣭㌗㣿 ╖㣿㦮 㤆⩺Ṗ ⌄㦖 㩚ⶎ㩗 㰖㔳 ❇㧊 䞚㣪䞲 XZ㠛ⶊ⯒
㩗㣿 ╖㌗ 㠛ⶊ⪲O⻫ 㔲䟟 䤚 ⪲ Z㠛ⶊ 㿪ṖP
ി⻫ 㩲㩫 㧊㩚㦖 㰗㠛 㞞㩫⻫㠦 ➆⧒ ⏎☯㧦 䕢ἂ ㌂㠛㦖 㩚Ⳋ ⁞㰖

X``]総
Ṳ㩫

㩗㣿 ╖㌗ 㠛㫛㦮 䢫╖
࣭㩗㣿 ╖㌗ 㠛㫛㦚 X]㠛ⶊ㠦㍲ Y]㠛ⶊ⪲ 䢫╖O㩫⪏ Ṳ㩫P

X```総
Ṳ㩫

㩗㣿 ╖㌗ 㠛㫛㦮 䢫╖
࣭㩗㣿 ╖㌗ 㠛ⶊ⯒ 㤦䂯 㧦㥶䢪
ୄwⰂ㓺䔎 㔳㠦㍲ ⍺Ệ䕆ぢ Ⰲ㓺䔎 㔳㦒⪲
ിỊ㍺S 䟃Ⱒ 㤊㏷ ἓ゚S 㦮⬢S ⶒỊ㦮 㩲㫆⓪ ⁞㰖 㠛ⶊ
䕢ἂ 㑮㣿 ₆Ṛ ′㩲
࣭㌞⫃Ợ ╖㌗㧊 ♲ Y]㠛ⶊ 㧊㣎㦮 㠛ⶊ㠦 ╖䟊㍲⓪ 䕢ἂ 㑮㣿
₆Ṛ㦚 X⎚Ṛ㦒⪲ 㩲䞲
ി⏎☯㧦 䕢ἂ 㩲☚㦮 㥚㌗㦖 㧚㔲㩗½㧒㔲㩗㧎 ⏎☯⩻ 㑮 㫆㩫㠦
ὖ䞲 ╖㺛
2

-2-

䕢ἂ⻫Ṳ㩫㦮 㡃㌂

YWW[⎚
Ṳ㩫

Ṳ㣪 ཛྷ

㩗㣿╖㌗㠛㫛㦮 䢫╖
࣭ⶒỊ㦮 㩲㫆 㠛ⶊ㠦 ╖䞲 ⏎☯㧦 䕢ἂ 䟊⁞O㩲㫆㠛 䢫╖P
䕢ἂ 㑮㣿 ₆Ṛ㦮 㡆㧻
࣭Y]㠛㫛 㣎㦮 㠛ⶊ㠦 ╖䟊㍲ 䕢ἂ 㑮㣿 ₆Ṛ㦚 X⎚㠦㍲ 㾲╖
Z⎚₢㰖 㡆㧻
ി⏎☯㧦 䕢ἂ㩲☚㦮 㥚㌗㦖 㧚㔲㩗½㧒㔲㩗㧎 ⏎☯⩻ 㑮 㫆㩫㠦
ὖ䞲 ╖㺛㧊⧒⓪ ộ㠦⓪ ⼖䢪 㠜㦢

㡂₆₢㰖⓪ ′㩲 㢚䢪㦮 䟻㦒⪲ Ṳ㩫UG⁎ ☯㞞 㧦⹒╏㠦㍲ ⹒㭒╏㦮 㩫ῢ
ᾦ㼊⪲ Ṳ㩫 䦦⯚㧊 ′㩲 ṫ䢪⪲ ⼖䢪

YWXY⎚
Ṳ㩫

䕢ἂ 㑮㣿 㩲䞲㧊 㠜㠞▮ Y]㠛ⶊOX```⎚ 㧊㩚䎆 䠞㣿䟞▮ 㠛ⶊP
㠦 Z⎚Ṛ㦮 㑮㣿 ₆Ṛ㧊 ὒ♮㠞┺U
3

䕢ἂ⻫Ṳ㩫㦮 㡃㌂

Ṳ㣪 ཝ

⹒㭒╏㠦㍲ 㧦⹒╏㦒⪲ ┺㔲 㩫ῢ ᾦ㼊Ṗ ♮Ⳋ㍲ Ṳ㩫㦮 䦦⯚㦖 ┺㔲 ′㩲
㢚䢪⪲
YWX\⎚
Ṳ㩫

䕢ἂ㑮㣿₆Ṛ㦮 㡆㧻
࣭㤦䂯㩗㦒⪲⓪ X⎚S 㾲╖ Z⎚㦮 䕢ἂ ₆Ṛ㧊 㤦䂯 Z⎚S ⽋
㡆㧻㦚 Ṗ⓻䞮Ợ
ി㡆㧻㦚 㥚䟊㍲⓪ ὒ㑮 ⏎㫆㦮 㦮ἂ 㼃䀾 㩞㹾Ṗ 䞚㣪
࣭㫆㰗 ┾㥚O籇Ṗ 㧊⹎㰖P㧊 ┺⯊ⳊS Z⎚㦚 ⍮㠊 ⏎☯㧦 䕢ἂ㧊
Ṗ⓻
h㌂㦮 ἓⰂὒ Z⎚ ി h㌂㦮 㽳ⶊὒ Z⎚c㡆㧻Ṗ⓻e

㩫Ⰲ
ȭϠѰ ળʺ  ࢂئʎࢽࡵ £ ળʺ оۘ ߶ ࢂהо ¤ ળʺ ܹࡈ ̛ɾࢂ
ࠉࢠࢇԂˈ ଜЕ ̍ࢿ ࠬࢂ ؏ଯࡳԻ Ѹ߭ ࠱Ь.
4

-3-

X```⎚ Ṳ㩫㦮 ⺆ἓ

psv X_X䢎 㫆㟓㦮 ゚㭖ཛ

࣭X```⎚ Ṳ㩫㠦㍲⓪ 㩗㣿 ╖㌗ 㠛ⶊ⯒ 㤦䂯 ⁞㰖࣭㡞㣎 ㌂㥶㠦㍲
㤦䂯 㧦㥶 ࣭㡞㣎 ⁞㰖⪲ ╖㩚䢮OwGs㔳㠦㍲ uG
s㔳㦒⪲PU
⺆ἓ
࣭psvGX_X䢎 㫆㟓O⹒Ṛ 㰗㠛 ㏢Ṳ㌂㠛㏢㠦 ὖ䞲 㫆㟓P㧊 X``^⎚ ]㤪
㥶㠪 㽳䣢㠦㍲ 㺚䌳♮㠊 㧒⽎㦖 X```⎚ ^㤪㠦 ゚㭖䟞┺U
psvGX_X䢎 㫆㟓
࣭㰗㠛 ㏢Ṳ㠛㈦ 㞚┞⧒ ⏎☯㧦 䕢ἂ ㌂㠛☚ 㤦䂯㩗㦒⪲ 㧦㥶䢪䞲┺U
˧㧊㩚㦮 psv䡧㟓㠦㍲⓪ 㰗㠛 ㏢Ṳ㠛㦖 㤦䂯 ⁞㰖♦㦒⋮ 㥶⩓ ╖⮯
ῃṖ✺㧊 䕢₆䞮Ⳋ㍲ ㌞⪲㤊 㫆㟓 㩲㩫㧊 䞚㣪䞮Ợ ♮㠞┺U
˧㎎Ἒ㩗㦒⪲ ἶ㣿 ₆䣢㦮 㔶′ 㺓㿲㦚 ⳿㩗㦒⪲ 䞲 ′㩲 㢚䢪
㤖㰗㧚OⰢ㎇㩗㦒⪲ ⏨㦖 㔺㠛⮶㦚 ⌄㿪㠊 㞞䞮▪⧒☚ ἶ㣿 ₆䣢㦮
䢫╖⯒ 㤆㍶PU
5

X```⎚ Ṳ㩫㦮 ⺆ἓ

psvGX_X䢎 㫆㟓㦮 ゚㭖ཛྷ

ിpsvGX_X䢎 㫆㟓㦮 㩲Y㫆㠦㍲⓪ 㧊 㫆㟓㦖 ⳾✶ 㫛⮮㦮 ⁒⪲㧦 
⳾✶ ἓ㩲 䢲☯㠦 ╖䟊㍲ 㩗㣿䞮⓪㦒⪲ 㞢⩺㪢┺U
ി㧊 㫆㟓㠦 㦮䟊㍲ 䕢ἂ ⁒⪲㧦Ṗ 㫛㌂䞮⓪ ộ㧊 㩗╏䞮㰖 㞠㦖 㠛ⶊ
㣎㠦⓪ 㩗㣿 ╖㌗㦒⪲ 䞮⓪ ộOduGs㔳㦮 㺚䌳P㧊 䌖╏U
X```⎚ Ṳ㩫➢㦮 ⁞㰖 㠛ⶊ
ཛ 䟃Ⱒ 㤊㏷ 㠛ⶊSGཛྷ Ị㍺ 㠛ⶊSGཝ ἓ゚ 㠛ⶊO㧊㌗ 䕢ἂ ⻫ [㫆
X䟃㠦㍲ ⁞㰖P
ཞ 㦮⬢ ὖἚ 㠛ⶊO袚罈㦒⪲ ⁞㰖P
ཟⶒ㦮 㩲㫆 㠛ⶊO䂯  茼罈㦒⪲ ⁞㰖P
6

-4-

\Ṳ㦮 㠛ⶊṖ uⰂ㓺䔎㠦㍲ ⁞㰖♲ 㧊㥶ཛ
OXP䟃Ⱒ 㤊㏷ 㠛ⶊ
䟃Ⱒ ⏎☯ ⻫㠦 㦮䞲 ☛㧦㩗㧎 ἶ㣿 㫆㩫 㩲☚Ṗ Ⱎ⩾♮㠊 㧞㠞₆
➢ⶎ㠦
OYPỊ㍺ 㠛ⶊ
Ị㍺ ⏎☯㧦㦮 ἶ㣿 Ṳ㍶ ❇㠦 ὖ䞲 ⻫⮶㠦 ➆⯎ 㫆䂮Ṗ ṫῂ♮ἶ
㧞₆ ➢ⶎ㠦
OZPἓ゚ 㠛ⶊ
ἓ゚㠛⻫㠦㍲⓪ ἓ゚㠛㼊㦮 㰗㩧 ἶ㣿㦚 㦮ⶊ䢪䞮ἶ 㧞₆ ➢ⶎ㠦
O[P㦮⬢ ὖἚ 㠛ⶊ
㦮⬢ ὖἚ㧦⓪ 䕖㦒⪲ 㠛ⶊ⯒ 㑮䟟䞶 䞚㣪㎇㧊 ⏨₆ ➢ⶎ㠦 ⁒⪲㧦⯒
䔏㩫䞶 㑮 㠜⓪ 䕢ἂ ⁒⪲⓪ 㠛ⶊṚ 㦮㌂ ㏢䐋㧊 㤦䢲䞮㰖 㞠㦚 㑮
㧞₆ ➢ⶎ㠦
㧊㌗ૠGYWW_
7

^\Ṳ㦮 㠛ⶊṖ uⰂ㓺䔎㠦㍲ ⁞㰖♲ 㧊㥶ཛྷ
O\PⶒỊ㦮 㩲㫆 㠛ⶊ
uⰂ㓺䔎O䕢ἂ⻫ [㫆 X䟃P㠦㍲ ザ㪢㰖Ⱒ 㭧㞯 㰗㠛 㞞㩫
㕂㦮䣢㠦㍲ ⏎☯ 㫆䞿㧊 㩲㫆㠛 ㌳㌆ Ὃ㩫 ⧒㧎㠦 㫛㌂䞮⓪ 㠛ⶊ ❇㦚
㩗㣿 㩲㣎䞮☚⪳ 㣪ῂṖ 㧞㠞┺Oo YWWZPU
˧⻫⮶ 㤦䂯㧊 㩗㣿 ╖㌗ 㠛㫛Ⳋ㍲☚ ⻫⮶ 䂯 [䟃㠦㍲ ╏ṚSG
⏎☯㧦 䕢ἂ ㌂㠛㦚 䟊㍲⓪ 㞞 ♲┺I⪲ ′㩫䞮ἶ 㩗㣿㠦㍲
㩲㣎♮㠞┺U
ࠐ䟃Ⱒ 㤊㏷ 㠛ⶊSGỊ㍺ 㠛ⶊ ἓ゚ 㠛ⶊṖ ⁞㰖♲O⻫⮶ [㫆 X䟃㠦
㦮䞲P㧊㥶⓪ ┺⯎ 㻮O䤚㌳ ⏎☯㎇ 㧊㣎P㦮 ㏢ὖ 㠛ⶊ㠦 ὖ⩾♲
⏎☯ 䟟㩫㠦 ὖ㡂䞮㰖 Ⱖ⧒⓪ 㻮 ṚI㡗㡃I㠦 㦮䟊㍲ 㡖┺U
OGYWW`P
8

-5-

YWW[⎚ Ṳ㩫㦮 ⺆ἓ
࣭YWW[⎚ Ṳ㩫㠦㍲⓪ 㩗㣿╖㌗㠛ⶊ⯒ ⶒỊ㦮 㩲㫆㠛ⶊ⯒ 䙂䞾㔲䆆┺U
c⺆ἓe
࣭ἓ㩲࣭㌆㠛 ῂ㫆㦮 㩚䢮ὒ ῃ㩲䢪Ṗ 㰚䟟♮Ⳋ㍲ ㌗╖ ₆㠛㦮 㭒㠦
㔶㏣䧞 ╖㦧䞮₆ 㥚䟊㍲ 㔲㔲ṗṗ ⼖䢪䞮⓪ 㠛ⶊ⨟㠦㍲ ╖㦧䞮㡂
⏎☯⩻ 㑮㣪⯒ 㔶㏣䞮ἶ 㩫䢫䞮Ợ ╖㦧䟊㟒 䞶 㣪ῂṖ ⏨㞚㪢┺U
࣭⏎☯ 㫆䞿㦖 ⶒỊ㦮 㩲㫆 㠛ⶊ㦮 㩗㣿 ╖㌗ 㠛ⶊ 䢫╖㠦 ╖䟞㦒⋮
㦮ἂ㧊 㧒䂮♮㰖 㞠ἶ 㩚₆ 㩚㧦 㩫⽊ ὖ⩾ ㌆㠛㦮 ⏎㫆㧎 I㩚₆ 㡆䞿I㦖
䢫╖㠦 㺂㎇U
࣭㔺㰞㩗㦒⪲ 䕢ἂὒ ┺⯚ 㠜⓪ 㩲㫆㠛㦮 ㌂⌊ 䞮☚ 㧊 䣷䟟䞮⓪ ộ㦖
㡺䧞⩺ 㩫Ⳋ㦒⪲ 䕢ἂ ㌂㠛㦚 㧎㩫䞮ἶ ⏎☯㧦 䕢ἂ ⻫㠦 ⁒Ệ䞮⓪
⏎☯㧦 ⽊䢎⯒ ☚⳾䞮⓪ ộ㧊 ⧢㰗䞮┺⓪ 䕦┾䞮₆ ➢ⶎU
9

୕䕢ἂ⻫ Ṳ㩫 䣾ὒ ཛ

゚㩫′㰗㯳Ṗ㠦 䣾ὒ⓪ ⹎゚

࣭䕢ἂ ⁒⪲㧦⓪ YWWY⎚ [ZⰢⳛ㠦㍲ YWX\⎚ XY]Ⱒⳛ㦒⪲ 㯳ṖU
゚࣭㩫′㰗㦮 ゚㭧㦖 YWX\⎚㠦☚ ]U[L⪲ ⏨㰖 㞠┺U
࣭YWWY⎚ ˧GYWX\⎚ ゚㩫′㰗㦖 Z]UZL㯳ṖUG䕢ἂ ⁒⪲㧦 㯳Ṗ㦮 ₆㡂⓪
\U^L㠦 㰖⋮㰖 㞠⓪┺UU
ୄ⁎ⰒX䡫䌲⼚㦮 ゚㩫′㰗 ⁒⪲㧦 㑮㢖 ゚㩫′㰗 ゚㥾㦮 㿪㧊
ୄⰢⳛ

䠄%䠅
40

2500

35

2000

30
25

1500
1000
500
0

̛
˃ߟ·ঠ

20

ળʺ

15

߅ծࢇઝ

10

ળઝ

5

ٸ̍ࢽٸ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㿲㻮䤚㌳⏎☯㎇⏎☯⩻㫆㌂ୄ㌗㎎ 㫆㌂㠦㍲ 㧧㎇U

-6-

10

XW䕢ἂ⻫ Ṳ㩫 䣾ὒ ཛྷ 㩲㫆 㠛ⶊ 䟊⁞㦒⪲ 䕢ἂ
⁒⪲㧦 㑮Ṗ 䋂Ợ 㯳Ṗ䞲 ộ㦖 㞚┞┺
࣭YWX\⎚ ]㤪 X㧒 䡚㨂S 䕢ἂ ⁒⪲㧦⓪ XZ[ⰢⳛUG㩲㫆 㠛ⶊ㦮
㫛㌂㧦⓪ ZWⰢⳛ㦒⪲ 䕢ἂ ⁒⪲㧦 YYLG゚㥾U
ୄ䚲୍䕢ἂ ⁒⪲㧦㦮 㠛ⶊ⼚ ㌗㔲 ἶ㣿 G⁎ 㣎 ┺⯎ ⌊㡃
袚罈Y]㠛ⶊ
O䐋㡃 ゚㍲S ₆Ἒ ㍺Ἒ
㠛ⶊ ❇P
㩲㫆㠛ⶊ
㌗₆㧊㣎㦮 㠛ⶊO㧒
㌂ⶊS 㡗㠛S 䕦ⰺS 㧊䔎S
䃶䗮㧎 ❇P
䞿Ἒ

㌗㔲ἶ㣿

㌗㔲ἶ㣿㧊㣎

䞿Ἒ

ୌⰢⳛ

୍Ⱒⳛ

Ⱒⳛ

୍୕Ⱒⳛ

୍୍老蝸

ୌ老蝸

Ⱒⳛ

Ⱒⳛ

୕Ⱒⳛ

Ⱒⳛ

୕Ⱒⳛ

୍Ⱒⳛ

ୄ㿲㻮䤚㌳⏎☯㎇䕢ἂ㌂㠛⽊ἶ㠦㍲ 㧧㎇U

11

XX䕢ἂ⻫ Ṳ㩫 䣾ὒ ཝ 䕢ἂ ⁒⪲⓪ ┺㟧䞲 ⁒⪲
㔳㦒⪲ 㑮㣿♮ἶ 㧞┺U
࣭㩫′㰗㧊 ♮㰖 㞠ἶ 䕢ἂ ⁒⪲⯒ ㍶䌳䞮⓪ ㌂⧢☚ 㩗㰖 㞠┺U
࣭Έ㧊 䕢ἂ ⁒⪲⯒ ㍶䌳䞮⓪ ㌂⧢☚ 㩗㰖 㞠┺U
ୄ䚲䕢ἂ㧊⧒⓪ ⁒ⶊ 㔳㦚 䌳䞮⓪ 㧊㥶O䕢ἂ ⁒⪲㧦 㫆㌂aYWXZ⎚P
OLa⽋㑮 㦧╋P
㩫′㰗㦒⪲ 㧒䞮₎ 㤦䟞㰖Ⱒ 㧒㧦ⰂṖ 㠜㠊㍲



㫡㞚䞮⓪ ⁒ⶊ㰖S ⁒ⶊ ₆ṚS ⁒ⶊ 㔲Ṛ㦚 ἶ⯒ 㑮 㧞㠊㍲



䞮ἶ 㕌㦖 㧒㦮 ⌊㣿㦚 ἶ⯒ 㑮 㧞㠊㍲



㌂㌳䢲ὒ㦮 㟧Ⱃ㧊 Ṗ⓻䞮₆ ➢ⶎ㠦

୍

䕢ἂ䣢㌂ ㏢ṲṖ 㔶㏣䞮ἶ 䘎Ⰲ䞮₆ ➢ⶎ㠦O䀾㠛 䢲☯㧊 㣪P

୍

┺⯎ ゚㩫′㰗O㧚㔲㰗㧊⋮ Ἒ㟓㰗Pὒ ゚ᾦ䟊㍲ 㔲

୍

㧊 ⏨㞚㍲

㧪㠛㧊⋮ 䦊㧒 㿲⁒㧊 㩗㠊㍲

୍

䣢㌂㦮 㧎ṚὖἚ㠦 㔶ἓ 㝎 䞚㣪Ṗ 㠜㠊㍲

୍୍

㩚ⶎ㩗 㰖㔳㧊⋮ 㧦ỿ㦚 䢲㣿䞶 㑮 㧞㠊㍲

୍ୌୌ

ୄ㿲㻮䤚㌳⏎☯㎇ 㰗㠛㞞㩫ῃ 㑮

㞞㩫 ㌂㠛ὒ 㧦⬢㠦㍲ 㧧㎇

-7-

12

XY䕢ἂ⻫ Ṳ㩫 䣾ὒ ཞ 䕢ἂ ⏎☯㦖 ⏎☯ 㑮㣪 㫆㩫
⺎ぢ⪲㍲㦮 㡃䞶㦚 䞮ἶ 㧞┺U
࣭䕢ἂ ⁒⪲㧦⯒ ₆㠛㧊 㧊㣿䞮⓪ 㧊㥶⓪ 㠛ⶊ⨟㦮 㯳Ṧ㠦 ╖㦧䞮₆
㥚䞮㡂U
O䚲 ZP ⁒⪲㧦 䕢ἂ㦚 㧊㣿䞮⓪ 㧊㥶O䕢ἂ㰖 㫆㌂aYWXY⎚PG

OLa⽋㑮 㦧╋P

䞚㣪䞲 㧎㤦㦚 㔶㏣䧞 䢫⽊䞶 㑮 㧞₆ ➢ⶎ



㧒㔲㩗࣭Ἒ㩞㠦 ➆⯎ 㠛ⶊ⨟ 㯳╖㠦 ╖㻮䞮₆ 㥚䟊

୕

㩚ⶎ㩗㧎 㰖㔳½₆㑶㦚 䞚㣪⪲ 䞮₆ ➢ⶎ



ἶ㣿 㫆㩫㧊 㣿㧊䞮⸖⪲

୍୕୍

゚㣿㧊 㩖⪊䞮₆ ➢ⶎ

୍

ἶ㣿 ὖⰂ ╊㧊 ἓṦ♮₆ ➢ⶎ

୍

㩫㌂㤦㦮 㑮⯒ 㠋㩲䞮₆ 㥚䟊

୍୍୍

ୄ㿲㻮䤚㌳⏎☯㎇ 㰗㠛㞞㩫ῃ 㑮

㞞㩫 ㌂㠛ὒ 㧦⬢㠦㍲ 㧧㎇

13

XZU 䕢ἂ ⁒⪲㧦㦮 䔏㰫 ཛ 㩫㌂㤦㧊 䕢ἂ㦒⪲ ╖㼊♮⓪
ộ㦖 㞚┮U
࣭ἓ₆Ṗ 㫡㞚㰖Ⳋ㍲ 䕢ἂ ⁒⪲㧦⽊┺ 㩫′㰗O㌗㣿 ⁒⪲㧦PṖ 㫇䞲 ₆㠛㧊
Ⱔ㞚㰖ἶ 㧞┺U
ୄ⁎Ⱂ⏎☯㧦 ὒ㫇 䕦┾ kp㦮 㿪㧊
㸦㫇ὒ㧟࣭L 䙂㧎䔎㸧
㫇
ὒ㧟












㌗㣿
㧚㔲
ἓ






































ୄ㤪

 ୄ⎚

ୄ㿲㻮䤚㌳ ⏎☯㎇  ⏎☯ ἓ㩲 ⺇㍲ OYWX]P㠦 ㍲ 㺎ἶSG⏎☯ ἓ㩲 ☯䟻 㫆㌂ 
㦮 ◆㧊䎆U

-8-

14

X[U 䕢ἂ ⁒⪲㧦㦮 䔏㰫 ཛྷ ἓ₆ 䤚䑊㠦 ⹒Ṧ䞮┺TX
࣭ⰂⲒ 㑒䋂 䤚㦮 ἓ₆ 䤚䑊₆㠦 䕢ἂ ⁒⪲㧦⓪ 䋂Ợ Ṧ㏢䟞┺U
ୄ⁎ⰒYWW_⎚ XTZ㤪 XWW㦒⪲ 䞲 ṗ ἶ㣿 䡫䌲 ⁒⪲㧦 㑮 㿪㧊
ୄYWW_⎚XTZ㤪₆dXWW



゚㩫′㰗



䕢䔎࣭㞚⯊㧊䔎



ἓ



Ἒ㟓 ㌂㤦½㽟䌗



















ୄ⎚



ୄ㿲㻮䤚㌳ ⏎☯㎇⏎☯ ἓ㩲 ⺇㍲ୄYWXYU
15

X\U 䕢ἂ ⁒⪲㧦㦮 䔏㰫 ཝ ἓ₆ 䤚䑊㠦 ⹒Ṧ䞮┺TY
࣭ⰂⲒ 㑒䋂 䤚㦮 ἓ₆ 䤚䑊₆㠦⓪ 䕢ἂ ⁒⪲㧦Ṗ 㔺㠛 ㌗䌲㠦 ザ㰖₆ 㓂㤶┺U
ୄ⁎Ⱂ㩚㰗⼚ 㢚㩚 㔺㠛㧦 㑮㦮 㿪㧊OYWW_⎚ XTZ㤪dXWWP
ୄYWW_⎚XTZ㤪₆cช₆edXWW





㩫′㰗
䕢䔎࣭㞚⯊㧊䔎
ἓ






Ϩ ϩ Ϫ ϫ Ϩ ϩ Ϫ ϫ Ϩ ϩ Ϫ ϫ Ϩ ϩ Ϫ ϫ








ୄ㿲㻮䤚㌳ ⏎☯㎇⏎☯ ἓ㩲 ⺇㍲OYWXYP

-9-

ୄ₆
ୄ⎚

16

X]U 䕢ἂ ⁒⪲㧦㦮 䔏㰫 ཞ 䕢ἂ ⁒⪲㧦㦮 ㏢✳㦖
㩫′㰗⽊┺⓪ ⌄ἶ 䕢䔎½㞚⯊㧊䔎⽊┺⓪ ⏨㞮┺U

ୄ⁎Ⱂ\㎎╖㭒㦮 䀾㠛 䡫䌲⼚ ㏢✳OXṲ㤪 ₆㭖P
ୄ㠪



㽳㏢✳
Ṗ㻮㏢✳





㩫′㰗

䕢䔎࣭㞚⯊㧊䔎

ἓ

ୄ㿲㻮䤚㌳⏎☯㎇⏎☯ ἓ㩲 ⺇㍲ୄYWXY
㤦 㿲㻮⓪ 㽳ⶊ㎇ 䐋Ἒῃ㩚ῃ ㏢゚ 㔺䌲 㫆㌂ୄYWW`⎚

17

X^䕢ἂ⏎☯⋮㊲ ⁒⪲ 㔳㠦 ╖䞲 ⪶
゚࣭㩫′㰗㦮 ἓ䟻㩗㧎 㯳Ṗ⓪ ἶ㣿 ⽊㧻㧊 ṫ䞲 㩫′㰗㠦 ╖䞲
㑮㣪⯒ ✍䂾䟞▮ ὒỆ㦮 ⏨㦖 ἓ㩲 ㎇㧻㧊 ⚪䢪䞲 ἆὒUG⡦ 䕢ἂ
⁒⪲㧦㦮 㯳ṖṖ ゚㩫′ ἶ㣿 㯳Ṗ㦮 䋆 㣪㧎㦖 㞚┞┺
˧㩫′㰗㠦 ╖䞲 㰖⋮䂲 ⽊䢎Ṗ ⶎ㩲
࣭ἶ㣿㧊 㞞㩫䞲 䕢ἂ ⁒⪲㧦⯒ ⓮Ⰲ㰖 㞠⓪ ộ㧊 ἶ㣿 㞞㩫㦚
Ṗ㪎㡾┺⓪ ⏒Ⰲ⓪ 䕢ἂ㦮 ἶ㣿 ₆䣢⯒ 㠋㩲䞮Ⳋ ⁎Ⱒ䋒
㩫′㰗㦮 ἶ㣿 ₆䣢Ṗ ⓮㠊⋲┺⓪ ộ㦚 㞪ⶋ㦒⪲ 㩚㩲䞮ἶ
㧞┺U
˧㔺㩲⪲⓪ 䕢ἂ㦮 ἶ㣿 ₆䣢⯒ 㠋㩲䞮Ⳋ 㔺㠛㧦⋮ 䕢䔎 䌖㧊Ⲏ⪲
╖㼊♶ Ṗ⓻㎇㧊 䋂┺UୄGYWW`
18

- 10 -

X_ἶ㣿 ὖ⩾ 㰖䚲㦮 㤖㰗㧚 ཛ ἶ㣿㧦 㑮
࣭ἶ㣿㧦 㑮⓪ ⰂⲒ ぢ⩂▪㓺 ㌂䌲 㧊䤚 㧒㔲㩗㦒⪲ Ṧ㏢䟞㰖Ⱒ YWXZ⎚
㧊䤚⓪ 㯳Ṗ ㎎⪲ 㿪㧊U
ୄ⁎Ⱂ]ˈࡈ ܹ ࢇ
ୄⰢⳛ









 





























 ୄ⎚

ୄ㿲㻮 㽳ⶊ㎇ ⏎☯⩻ 㫆㌂㠦 㦮䞮㡂 㧧㎇U
ୄ㭒㠊⚦㤊 㦖 ⌊ṗṖ ㍺㩫䞲 ἓ₆ ₆㭖 ⋶㰲㦮 ἓ₆ 䤚䑊₆⯒ ⋮䌖⌎┺U

19

X`ἶ㣿 ὖ⩾ 㰖䚲㦮 㤖㰗㧚 ཛྷ 㢚㩚 㔺㠛⮶
࣭㢚㩚 㔺㠛⮶㦖 ⰂⲒ 㑒䋂 䤚㦮 ㌗㔏 䤚 ∎㭖䧞 㩖䞮U
࣭YWX]⎚㠦⓪ 㢚㩚 ἶ㣿 ㌗䌲㠦 ☚╂U
ୄ⁎Ⱂ]㢚㩚 㔺㠛⮶㦮 㿪㧊
㸦㸧









 































ୄ㿲㻮㽳ⶊ㎇⏎☯⩻ 㫆㌂㠦 㦮䞮㡂 㧧㎇U
ୄ褹㠊⚦㤊 㦖 ⌊ṗṖ ㍺㩫䞲 ἓ₆ ₆㭖 ⋶㰲㦮 ἓ₆ 䤚䑊₆⯒ ⋮䌖⌚U

- 11 -

ୄ⎚

20

YWἶ㣿 ὖ⩾ 㰖䚲㦮 㤖㰗㧚 ཝ ‶䡫 㔺㠛⮶㦮 㿪㧊
࣭‶䡫 㔺㠛⮶Oῂ㫆㩗 㔺㠛⮶RⰞ㺆㩗 㔺㠛⮶P㦖 X``W⎚ 㧊䤚 ㌗㔏U

䠄 ⁎Ⱂ^䠅㢚㩚 㔺㠛⮶ὒ ‶䡫 㔺㠛⮶ ❇㦮 ☯䟻
㸦%㸧





㢚㩚㔺㠛⮶



‶䡫 㔺㠛⮶




㑮㣪㫇㔺㠛⮶


















 䠄⎚䠅



ୄ㿲㻮O☛P⏎☯ 䡚 㩫㺛 㡆ῂ 㡆㑮 ₆ῂ㥶㣿䞲 ⏎☯ 䐋Ἒ YWX\㠦 㦮䞮㡂
㧧㎇U

21

YXἶ㣿 ὖ⩾ 㰖䚲㦮 㤖㰗㧚 ཞ 㧻₆ 㔺㠛㧦 㑮㦮 㿪㧊
࣭㧻₆ 㔺㠛⮶㦖 㩫′㰗㦚 㺔⓪ 㔺㠛㧦⯒ 㭧㕂㦒⪲ Ṧ㏢㎎
䠄 ⁎Ⱂ_ 䠅㺔ἶ 㧞⓪ 㰗㠛 䡫䌲⼚ 㧻₆ 㔺㠛㧦OX⎚ 㧊㌗P㦮 㿪㧊
ୄⰢⳛ





 




̛










ࠒ߶





̛ ̍ࢽٸ
ળˁ



ળઝ·߅ծࢇઝ



ࢽ̍ऐ



ࢠ̛߶ݨ




























ୄ㿲㻮 㽳ⶊ㎇ 䐋Ἒῃ ⏎☯⩻ 㫆㌂O㌗㎎ 㰧ἚP 㠦 㦮䞮㡂 㧧㎇U
ୄ褹YWXX⎚㦮 ◆㧊䎆⓪ ☯ 㧒⽎ ╖㰖㰚㦮 㡗䟻㦒⪲ ザ㪎㧞┺U

- 12 -

䠄ϗ䠅

22

㺎ἶⶎ䠢ୖ⳾⚦ 㧒⽎㠊
讱織晁籾u ୄYWW`⏎☯ 㔲㧻 Ṳ䡗㦮 ἓ㩲䞯ૹ
纫蓜蝳砯萿膊艧U
舷粣篤螐髵rGoୄYWWZ⁒⪲ ₆㭖⻫SG⏎☯㧦
䕢ἂ⻫½㰗㠛 㞞㩫⻫  ἶ㣿 ⽊䠮⻫ ṗ Ṳ㩫㞞㦮 ⏒㩦ୄ蟶豗峛
嫴舻粽荓ἚṚ ⏎☯⻫ૹYWY䢎SGYT\_U
簙翏訜hG{ୄYWW^㌗䟊O芺豻P ⏎☯㧦 䕢ἂ ⻫
㩲Z䕦lpklss㡆ῂ㏢
䤚㌳⏎☯㎇䤚㌳ ⏎☯㎇ୄYWXY峛嫴蝳砯腅苗⏎☯ἓ㩲⺇㍲GU
䤚㌳⏎☯㎇䤚㌳ ⏎☯㎇ୄYWX]峛嫴蝳砯腅苗⏎☯ἓ㩲⺇㍲GU
23

- 13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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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견법 개정의 역사와 효과」에 대한 토론문
남 성 일 (서강대 교수)

○ 타카야스 유이치 교수의 발표문은 일본의 파견법 개정 역사에 관하여 핵심
위주로 콤팩트하게 잘 요약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의 역사이되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잠시 규제
강화를 시도한 적이 있음.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파견법 개정의 주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왜 그와 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루
어졌는지 설명해 준 것이 유익함.
- 1999년 positive listing을 버리고 negative listing으로 바뀐 주요
이유는 ILO 조약 181호의 비준이었다는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왜냐하면 한국도 이 조약을 비준하였지만 1998년의 파견법은 당초
negative listing으로 기획되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에 밀려 positive
listing으로 후퇴하였기 때문임.
- 2004년 법 개정에서 ‘제조업무 파견 허용’한 이유 중의 하나가
“ 실질적으로 파견과 다름없는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이 횡행하는 것
보다 오히려 정면으로 파견 사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파견법에 근거하
는 노동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① 1999년 법 개정에서 금지업무로 존속시킨 5개 업무 가운데 의료관
계 업무의 금지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음. “의료 관계자는 팀으로 업
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는 파견 근
로는 업무 간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라 하였는
데 이런 이유는 다른 전문직 파견업무에도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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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간호

사협회 등 직능단체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함.
② 파견근로자가 비정규직 확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함은 이해가
감. 참고로 파견근로자가 전체 피고용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퍼센
트)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궁금함.
③ 파견근로자의 연령별 구성비가 궁금함.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55세
이상 파견근로자가 전체 파견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55세 이상
파견근로가 55세 이상 전체 피고용 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궁금함.
④ 실업자 중에서 전직이 파견이었던 사람의 숫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빠르게 늘어난 것은 파견이 원래 경기에 반응하는 근로형태이기
에 당연함.

때문

보다 의미있는 통계는 현재의 파견근로자 중 바로 직전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조사해보는 것이라고
생각됨. 일본의 경우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참고로 독일의 경우 2015년 현재 파견근로자의 60% 이상이 직전에
실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파견은 실업상태 탈출의 가장 유효
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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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견법 개정의 역사와 효과』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 토 론 문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실장)

1. 주요 내용
o 일본 파견법 개정의 역사적 흐름을 규제완화 및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정리
- 1985년 근로자 파견법 제정 이후 2015년 개정까지의 흐름을 정리
Ÿ

기본적인 흐름은 ① 파견 대상업무의 확대, ② 파견기간의 연장

-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negative list로의 전환 및 제조업
파견허용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배경 설명
Ÿ

고용기회의 신규창출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negative list로
의 전환을 추진

Ÿ

사내하도급 확대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 제재보다는 파견허용으로
대처하여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바람직하다
는 판단

o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의 효과를 정리
- 한국에서도 항상 제기되어온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일본의 경험을 바
탕으로 답변을 제시
- 파견규제완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Ÿ

“파견허용 확대는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 시킬 것이다.”,“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해도 정규직 대체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
다.”

Ÿ

파견 허용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성공적이었으며, 과도한 비정규직화
를 초래하지도 않았음

- 일자리의 질
- 24 -

Ÿ

“파견근로는 일자리가 없어 마지못해 선택하는 나쁜 일자리이다.”

Ÿ

파견근로는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이며 자발적
으로 선택하는 근로자도 다수

2. 질의
o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견근로자의 증가
-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가 파견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지 않음
Ÿ

2002~2015년 비정규직은 36.3% 증가하였지만 파견근로자 증가의 기여
는 5.7%에 불과

Ÿ

(Q) 파견근로 이외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파견근로자가 급증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문

Ÿ

(Q)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보다는 낮고 다른 비정규직보다는 높
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근로를 과도히 늘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 아
닌지?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낮을 수 있지만 사
용자 입장에서는 파견회사에 지불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파견근로가
결코 노동비용이 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노동형태는 아닐 수 있음

- (Q) 종합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만 완화할 경우
파견근로자 증가할 가능성은 있음. 따라서 파견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에 대해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
한 유이치 교수님의 의견은?
3. 기타
o 파견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대체 가능성1)
- 1990년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03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2004~2008년 사
이 137만 개(임금근로자 대비 2.5%)의 파견 일자리 창출
Ÿ

1999년 금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Negative

1) 변양규·이수정(2015)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노동법논총 제35집, 한국비교노
동법학회, pp.5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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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방식으로 전환한 뒤 2003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획기적 규제완화를 시행
Ÿ

1986년 8만8천 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0.2%)에 불과했던 파견근로자
는 2003년 61만3천 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0%)으로 증가

Ÿ

2003년 말 제조업 파견이 허용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
전이 2008년 198만3천 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6%)까지 증가

Ÿ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2004~2008년 사이 창출된 일자리는 총 137만
개로 2004년 임금근로자 대비 2.5%에 해당
<그림 1> 일본 파견근로자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및 일본통계청

- 제조업 파견허용 이후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기존 정규직을 대체
하기 보다는 신규로 창출된 것으로 추정
Ÿ

제조업 파견 허용 이전 10년 간 전체 임금근로자(파견 제외)는 연평균
9만5천 명 증가한 반면 파견근로자는 3만8천 명 증가

Ÿ

제조업 파견 이후 첫 해인 2004년 파견근로자는 27만7천 명 증가하였
으나 전체 임금근로자는 20만 명 증가에 그쳐 일부 파견근로자는 정
규직을 대체한 것으로 추정

Ÿ

그러나 그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는
42만2천 명 증가하였고 파견근로자는 27만4천 명 증가

Ÿ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증가가 14만8천 명에 달해 과거 평
균 9만5천 명을 상회

- 26 -

Ÿ

따라서 제조업 파견 허용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근로가 대체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제조업 파견 허용이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판단
Ÿ

2003년 당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본의 규제 정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음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을 대체하지 않아 현재 우려
되고 있는 파견규제 완화가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그림 2> 일본 임금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증감
(단위: 만 명)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및 일본통계청

4. 시사점
o 파견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합리적인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
- 파견근로 확대로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Ÿ

일본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2~3% 수준까지 일자리 창출 가능

Ÿ

한국의 경우: 고령층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6.1만~9.0만 개 일자리 창
- 27 -

출 가능(변양규·우광호(2016)2)), 파견허용범위 확대 시 뿌리산업 일자
리 최대 1만 3천개 창출가능(변양규·우광호(2015)3))
-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화 된다는 주
장은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 과도한 우려에 불과
Ÿ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 파견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과도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
은 아님.

Ÿ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관찰됨 (아
래 <표 2> 참조

- 따라서,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보
호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움. 오히려 (i)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완
화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ii)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
선하여 양질의 파견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

※ <표 1> 한국 파견법과 일본 新·舊 파견법과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구) 파견법

일본 개정 파견법

규제방식

Positive List 방식

Negative List 방식

同

대상업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모든 업무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단, 항만 운송, 건설업,

(32개)

경비업, 의료 관계 제외

同
개인단위 : 3년

총 2년
파견기간

(원칙은 1년,
1년에 한해 연장 可)

전문업무 : 제한無

사업소단위 : 3년

자유화업무 : 3년

(단, 파견근로자 교체시,

(파견근로자 교체시에도

과반수 노조 의견청취

동일업무에 3년만 사용 可)

절차 거치면 계속하여
연장 可)

직접고용

직접고용의무

고용계약신청의무

고용계약신청간주
(12년 도입, 15년 시행)

2) 변양규·우광호(2016)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과밀화 완화 가능성”,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3) 변양규·우광호(2015)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KERI Brief, 한국경제연
구원

- 28 -

※ <참표2> 주요국 파견법제 현황

한
국

근로조건

파견근로자
수 및 비율

①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32개 업무
②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노사협의 필요)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은 무조건 금지

①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도록 정한
업무의 경우: 1회
계약 기간 1년 이하,
1회 갱신 가능(55세
이상 파견 근로자의
경우 1회를
초과하여 갱신 가능)
- 최대 2년
②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③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3개월 이하, 1회
갱신 가능 –최대
6개월

차별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상과 근로조건은 정규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
하도록 함

①파견사업
자보고서:
13만
명(0.7%)
②경제활동
인구조사:
19만
명(1.0%)

건설업,
항만운송,
경비, 의료관계, 일
부
전문직(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
인노무사, 관리건축
사)을 제외한 모든
업종
일용파견과 30일 이
내 파견 원칙적 금지
(고령자, 부업 제외),
이직 후 1년 이내 이
직 전 회사 파견 금
지

① 파견근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이나 노사협의
후 최대 3년씩 연장
가능(동일 근로자
동일 부서 파견은
최대 3년)
② 파견회사에
무기고용된
파견근로자, 60세
이상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음

명시적인 차별 금지 혹
은 동등 대우의 규정은
없으나 다양한 파견근로
자 보호 조치와 고용안
정 조치(파견계약 중도
해지 시 보상, 3년 간
일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청 등) 존재

2013년
파견사업자
보고
①총수:
252만
명(4.5%)
②상용 환산:
126만
명(2.3%)

제한 없음

보상, 시설이용, 구인정
보 접근, 근로조건에 대
한 동등대우의 규정 시
행

82만명
(2.2%)

제한 없음

보상, 시설이용, 구인정
보 접근, 근로조건에 대
한 동등대우의 규정 시
행

32만명
(1.2%)

제한 없음

성문법 규정은 없으나
정규근로자와 같은 권리
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
는 판례 존재

277만명
(2.4%)

Ÿ

일
본
Ÿ

독
일

영
국

미
국

Ÿ

허용범위

계약기간 및 갱신

건설업을 제외한 모
든 업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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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

프
랑
스

① 근로자의 일시적
결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②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우
③ 계절적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본래
일시적으로만
고용하는 업무
④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법이나
협약에 의해
고용하는 경우
⑤ 직업훈련 목적을
위해
※ 경제적 이유로 없앤
일자리에 6개월
이내에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것,
노사쟁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정지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 위험한
업무나 의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일반적인 경우에
파견근로계약은
2회까지 갱신
가능하며 총기간은
18개월 이하
② 예외: 6개월(신임
정규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등),
2년(예외적인 수출
물량 증가 등),
3년(직업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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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파견근로자
수 및 비율

① 보상, 시설이용,
구인정보,
근로조건에
대해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
② 파견근로 계약 만료
시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는
경우 총임금의
10%를 추가로 받음.

노동부 통계:
53만 명
(3.0%)

일본 파견법 개정 과정에 대한 토론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1. 발제문에 대한 소감

ㅇ 일본 파견법 전개와 관련한 문헌을 보는 것과 달리 일본 파견법제 내용의
생성 배경 내지 역사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된 업무의 이유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 2004년 물건의 제조업무를 포함시키는 과정의 배경과 노동조합과 같은 이
해관계자의 사정까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ㅇ 또 그간 듣고 있었던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일본에서 파견법
개정 효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구체적으로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전체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미미했고

- 제조업무 해금으로 파견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파
견근로자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흥미로움

ㅇ 일본 파견법 개정이 규제로부터 대폭적인 완화 조치로 전개되면서도 우려
만큼 대량의 파견근로 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

- 유럽의 파견근로 규제 해제 이후 파견근로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 31 -

※ euro ciett/남성일: 일(一) 국가 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완전히 자유화
했을 경우에도 파견근로 수의 한계는 전체 근로자의 2.5~3% 정도까지이
므로, 유연화 하더라도 계속 늘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
2. 몇 가지 질문과 고견 부탁

ㅇ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부탁드림

- 8면, 2004년 물건의 제조업무 포함시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의 노조인 전기연합이 확대에 찬성한 이유가 궁금

- 10면, 상시고용 파견근로자에 대한 중요 처우 내용을 듣고 싶음

ㅇ 한국의 파견법 개정이 장애로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 파견법 전개에 비
추어 도움이 될 만한 고견을 부탁드림

- 한국의 파견법 완화, 특히 물건의 제조업무 확대에 대해 정규직 고용대체
우려가 큼. 일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불식시켜
왔는지 듣고 싶음

- 한국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차별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많음. ①일본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가? ②차별이슈 제기에 대
한 법제화 동향은 어떤가? ③특히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 대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에 대한 교섭력이 있는가? 등에 대해 듣고 싶음

- 한국의 제조업 파견허용에 대해 굉장히 민감함.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데, 물건의 제조업무 파견 허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파견비중에서 제
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ㅇ 그밖에 한국의 파견법 완환 개정시 도움이 될 만한 일본의 경험이 있으시
면 고견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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