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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EmploymentStrategyforEffectiveSuccessful

SettlementofaQualifiedPart-TimeEmployment

JinMee,Jang

Advisor:Prof.JinchulJung,Ph.D.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Chosun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the review ofhow the employmentstrategy of

governmenthaveeffectonthesettlementofqualifiedpart-timeemployment.In

fact,thereismorerequiredthequalifiedmanpowerinthelabormarketin

Koreabecauseofdecreaserateofbirthrateandhighrateofdiscontinuityof

career women.Korea Labor Government Agency provided the 70% of

employmentratewhichwillbeincreasetheeconomicgrowthpower.However,

there are much controversy on the feasibility orpossibility ofexecution.

Thereforethisstudyisaim toreview onthegovernmentemploymentstrategy

and thepossibilityofthisstrategyfrom viewpointofresearchersand case

studyofforeigncountries.

Part-timeemploymentmakesupagrowingshareofjobsintheKorea.Since

IMFeconomiccrisis,part-timejobshaveexpanded primarilybecausemore

employersview them asameanstocutlaborcost,andnotbecausemore



workerswantthem.Atfirstglance,thisratemightappearnegativesideof

employmentqualityhoweveritseemstobegood strategytofacilitatethe

necessityhighqualityofwomenlaborforce.

Thisstudyisconsistof firstpartofintroductionpartofresearchobjective

andwhythisresearchisnecessary.Secondpartofthisresearchistheoretical

backgroundofhighqualityofselectedpart-timeworkfrom whichtheconcept

ofdecentpart-timeworkand highqualitypart-timework.Third partwill

exploreandreview thedecentpart-timeexecutioncasesofKoreaandforeigh

countries.Finallythisresearchprovidethesuggestionshow furtherpanto

expeditatethegovernmentstrategyplanof70%employm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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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세계가 일자리 때문에 난리이다.미국의 경우에도 2011년 오바마 통령이

내놓은 오바마 일자리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고,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도

박근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심의 정책을 수행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 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한

기 와 함께 실 가능성에 한 논란의 목소리가 높다.그 지만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growth)이 가속화고 있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국가경제를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단하고 성장 주의 경제정책에서 복지

정책을 감안한 행복시 구축을 한 정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즉,성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확 를 이룸으로서 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략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시 에서 고용을 확 하고 경제력을 유지하기 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한국경제는 2000년도 반부터 경제성장력의 지속 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IMF경제 기 이후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용

구조의 펀드멘털을 강화시키지 못하 으며,고령화가 진되고 여성 노동력의

고용률이 떨어지고,노사간 사회 합의가 크게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고용력의

하와 함께 일자리는 어들고 있어 고용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기획

산처 2006년 8월 보고에 의하면,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 으로 확 되어 성장력이 약화된다고 하여 선진국

으로의 진입이 한계를 가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김용 (2005)의 연구는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특히 제조업의 추락은 고용탄성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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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구조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한 한국은 IMF경제 기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립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축소 주의

경 을 추진하고 있다.그 이유는 IMF경제 기에 직면하여 해고의 일정부분의

유연성 정책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성과형 혹은 직무 체계의 임 구조의

완 한 신을 이루지 못하고,정규직의 연공서열형 임 구조는 사업주로

하여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상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다보니 IMF경제 기

이후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일자리 등의 반듯하지 못한 일자리만

많아지고 정부는 고용률 지표 향상에 심을 기울이게 되다보니 좋은 일자리

보다는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지표를 높일 수 있는 양 인 일자리 창출에 심을

기울이기도 하 다.이런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화된 고용체계는

지속 으로 갈등을 가져왔고,사회 립을 발시키고,여성들의 일자리는

축소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3만 달러 시 를 견인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해서는 고용력이 충원

되어야 하며,이를 해서는 여성인력의 고용력이 강화되어야 한다.우리나라

경제 실과 연 되어 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

오며 이는 가용 노동력의 부족 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고용과 련하여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유교문화권의 통과 산업경제시 의 향으로 인해

남성외벌이 심이었고 그러다보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는 한계가 있고

육아에 한 이 부담으로 인해 고학력 여성이라도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취업 한 후에도 결혼 이후 경력단 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민말순,2012).

‘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 3천 명이며,이

미취업여성은 406만 3천 명으로 거의 반정도에 이르며,뿐만 아니라 육아

가정사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 여성은 195만 명으로 기혼여성의

20%에 달하는 실이다.결국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경력단 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한 정부주도의 고

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다(양정승‧반가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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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용률 70%달성은 곧 국민소득 3만 달러 시 를 의미하며,

안정 인 고용률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특히 여성의 고용률과 시간제

고용의 증가는 체 고용률과 강한 상 계에 있다.OECD 선진국의 를

들면,시간제 노동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한 한국은 지속 으로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고령화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노동력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는 한계 을 경력단

여성과 베이비부머 등의 양질의 고령자 인력을 유입하여 노동력을 제고하겠다는

실 인 목 을 가지고 있다.결국 고용률 70% 달성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이다.특히 경력 단 된 여성을

표 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두원(2008)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반 한 일자리 창출의 망‘논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는 노동공 의 확 효과와 함께 출산율 제고효과,소득분배의

개선효과,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효과까지 기 할 수 있는 1석4조의 정책

(8쪽)“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여성인력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balance)이 고용시장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균형 정책과 연 있다.

동아일보 11월 28일 기사 내용을 보면,30 여성 가운데 3명 1명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다. 한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 여성은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 명이며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결혼,임신 출산,육아,자녀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 여성은 195만 5천 명으로 기혼여성 20%를 차지하고 있다.

즉,30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인해 경력을 단 하고 있는데,이러한 상은

개인이나 국가의 차원에서 노동력 상실의 문제 을 갖게 된다.그 다면

어떻게 하면 여성인력을 사회로 끌어들이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그 동안 국가는 그 동안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비하고 노동력 감소문제에 응하기 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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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그래서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 혹은 가족친화

(familyfriendly)정책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가족친화 정책이 정부주도하에

유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장에서 제도가 양 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질 으로 체화되고 있지 못해 그 효과성이 높지 않은 상태이다.그리고

그 배경에는 제도화가 이루어져도 제도가 체화될 수 있는 문화 토양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한 가족친화 정책이

성숙되기 해서는 제도화의 구조 체계도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수용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성숙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율 70% 달성 략과 련하여,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고용율 제고를 한 제도 개선 가운데 양질의 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수용될 수 있는 구체 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 의도는 고용률을

높이고 한 고용이 높아짐으로써 임 을 통한 보편 복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한 일을 통한 직무수행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 이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

인 구별로 사회 갈등이 노출되어 왔는데 이러한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없애자는 의도도 있다.그 동안 좋은 일자리 혹은

‘괜찮은 일자리(decentjob)’로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다.하지만

이러한 정규직 일자리는 경제성장 없이는 지속 인 성장은 어려운 것이며,

재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 에 ‘성장 없는 고용’의 기 하기 어렵다는

지 도 있다.하지만 고용지표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를 들면

박 숙· ·고든·폴로 스큐(2013)는「유엔미래보고서 2030」 리랜서,비정규직

트타이머의 시 를 강조한 바 있다.구체 으로 더 많은 일들이 리랜서나

트타이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기업들은 이러한 인력들을 리하기 한

정규직 인력을 필요할 것이라고 언하고 있다.기업들은 시에 필요한

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보더라도 향후 인력시장은 트타임 혹은 시간제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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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창출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련하여 구체 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왜 정부가 양질의 시간선택제를 통한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지를 검토하기 해 한국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둘째,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정책과 추진 방향을

개 하도록 하겠다.셋째,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 동안 학계에서 검토해오고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한 연구를 정리

하도록 하겠다.넷째,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와 련하여 선진국과 국내의 우수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효과 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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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범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지역에서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구체 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고용정책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을 두고,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일자리를 성공 으로 달성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특히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일자리를 목시킬 수 있는지에 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구체 인 연구 방법 범 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 을 제시하고,연구의 범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이론 배경에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을 근하고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의 차이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장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효과 으로 달성할 해외국가나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효과 으로 도입되고 정착되기

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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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양질의 선택제 시간제 일자리의 이론 배경

1.한국경제 황과 고용구조

1)경제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압축성장을 통해 지속 으로 경제성장률을 보여

신흥국으로서 가장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한 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1987년 IMF경제 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IT패러다임을 선제

으로 창출하면서 세계가 경제 기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큰

문제없이 지 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세계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은

성장 추세를 가져왔고,뿐만 아니라 고성장 시 에서도 고용이 없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growth)1)'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로벌 경제침체는 고용 없는 성장 체제가 만연되고 있어 이에

한 로벌 차원의 극 응이 필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에 해 연구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김용 (2005)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실인가?라는 주제를 검증하 는데,결론은 첫째,취업계수와

호탄력성 개념으로 살펴보아 일부 연도에서 고용탄성치가 낮게 나타나 실증

으로 볼 때 고용 없는 성장에 한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으나,반 로

고용을 그나마 유지시키는 원인은 성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둘째,경제성장률

1% 성장하기 해서는 0.39～0.40%의 취업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따라서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5% 경제성장률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7쪽).셋째,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과의 계성을 검증

1) 경 는 하지만 고용  늘어나지  상  말함. 업  돈  많   고용
나 동  복지에 하  보다는 비 동 ( : 극  돈   매 계에 
하여 실 로 고용  어드는 경우)에 돈  쓰  문에 고용  어들게 ( 처: 
키 과에  수행  <청  한 본론>에  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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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제조업의 성장률 1%는 일자리 0.76～0.77% 증가,서비스업의 성장률

1%는 일자리 0.57～0.67% 증가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제조업이 높은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넷째,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제조업에 비해

상 으로 낮지만 향후 농림어업 등의 기존의 산업구조가 한계에 달하고 있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을 신속히 수행해야 하며 이 분야

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58쪽).



- 9 -

2)경제성장과 경제활동 추이

① 생산가능 인구의 추이

“장래인구추계:2010-2060”(통계청자료)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5천만 명을 넘어서고 2030년 5,216만 명을 정 으로 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필연 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증 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증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망된다.

<표 1>한국과 주요 국가별 생산가능인구의 변화,1980-2040

생산가능인구

(천명)
한국 미국 랑스 국 독일 일본 인도 라질 국 러시아

1980년 23,717 151,974 34,321 36,069 51,604 78,118 398,052 70,594 583,427 94,483

1990년 29,701 166,710 37,360 37,345 54,680 85,257 509,046 90,342 756,284 99,094

2000년 33,702 187,143 38,446 38,369 56,007 85,733 643,532 113,246 856,794 101,857

2010년 35,983 207,534 40,713 40,973 54,435 80,926 789,750 131,679 970,532 103,161

2020년 36,563 215,628 40,591 41,855 51,678 73,461 923,050 146,582 988,938 95,210

2030년 32,893 220,517 40,673 42,510 46,218 68,833 1,034,326 150,527 960,082 88,770

2040년 28,873 231,227 40,788 42,735 42,678 61,079 1,111,744 149,058 858,557 84,644

2010년=100.0

1980년 65.9 73.2 84.3 88.0 94.8 96.5 50.4 53.6 60.1 91.6

1990년 82.5 80.3 91.8 91.1 100.5 105.4 64.5 68.6 77.9 96.1

2000년 93.7 90.2 94.4 93.6 102.9 105.9 81.5 86.0 88.3 98.7

201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0년 101.6 103.9 99.7 102.2 94.9 90.8 90.8 111.3 101.9 92.3

2030년 91.4 106.3 99.9 103.8 84.9 85.1 85.1 114.3 98.9 86.0

2040년 80.2 111.4 100.2 104.3 78.4 75.5 75.5 113.2 88.5 82.1

<자료원 :통계청 보도자료,“ 한민국 인구 5천만 명”,2012.6.22>

국가별로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를 보면 1980년 한국은 2300만 명 수 이

었으나 2010년에는 3,500만 명 수 이다.그런데 이러한 인구 증가 추이는

2020년 3,600만 명 수 을 정 으로 하여 차 어들 망이다.즉 2010년

인구를 100으로 본다면 2020년까지는 100.6이 되며 그 이후 2030년은 91.4,

2040년은 80.2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결국 이러한 생산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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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추세는 고용시장은 경직되고 국가의 경제성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http://kpstat.go.kr에서 참고).<그림 1>의 자료에서도 한국은 2010년을 기

으로 하여 하게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어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의 한계 이 되고 있다.

<그림 1>생산가능인구의 변화:선진국과 BRICs,198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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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출산율 하

“장래인구추계:2010-2060”(통계청자료)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1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체 인구수의 감소는 필연 으로 출산율과 연

있다.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체출산율(2.1명)이하로

떨어진 이후 감소하여 2010년 재 1.23명 수 이다.1908년

반까지의 출산율 감소는 강도 높은 가족계획사업의 향이나,

1990년 후반 이후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혼연령의 상승 미혼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그림 2>합계출산율 추이와 망,198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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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령자 인구 추이

한국은 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표 국가이다.세계 인구 65세 이상

비율은 2010년 (7.6%)에서 2050년 (16.2%)로 증가할 망이다.그런데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증가할 망

이다.그리고 2050년 한국인구의 연령은 56.7세로 세계 38.4세보다 월등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림 3>인구구조와 노년부양비 비교

이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자의 인구구조를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UN 인구국 자료를 분석해보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국가이면서 생산

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감소하는 국가는 198개국 19개국이다.우리나라는

이 19개국 가운데 감소율이 세계 6 를 차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

27%가 어들 망이다.반면에 노인인구는 236%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인구 추이 변화가 경제 으로 악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유재국

(2013)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정부정책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생산가능인구의



- 13 -

감소가 상되는 가운데,내수시장의 축소를 비해야 하며,인구감소로 인해

에 지,통신 설비 등의 이용률이 하되기 때문에 규모 기반산업 조성은

신 하게 근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 복지

제도의 합리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을 부각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표 2>인구1,000만명이상국가 2050년까지생산가능인구의감소율 순

순
지역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증감률

유소년인구

(0세~14세)

증감률

노인인구

(65세 이상)

증감률

2010년

인구기

(만 명)

세계 평균 30% 3% 204% 700,114

1 우크라이나 -33% -9% 27% 4,700

2 일본 -31% -14% 48% 13,453

3 쿠바 -30% -38% 160% 1,158

4 포르투칼 -30% -27% 78% 1,116

5 루마니아 -29% -17% 70% 2,215

6 한민국 -27% -22% 236% 4,914

7 러시아 -27% -1% 63% 14,710

8 폴란드 -27% -9% 80% 3,958

9 독일 -25% -2% 58% 8,649

10 이탈리아 -21% -1% 70% 6,410

11 헝가리 -21% -2% 48% 1,038

12 세르비아 -21% -26% 60% 1,016

13 체코 -19% 12% 95% 1,087

14 국 -19% -33% 235% 135,955

15 그리스 -16% 6% 76% 1,191

16 스페인 -14% 9% 125% 4,835

17 태국 -12% -28% 218% 7,028

18 네덜란드 -12% -4% 99% 1,726

19 벨기에 -6% 11% 68% 1,125

자료:UN Population Division,World Poprlation Prospects:The 2010 Revision(File

1B:Totalpopualtion(bothsexescombined)byfive-yeargroup,majorarea,regionand

country,annuallyfor2011-2100(thousands)),2011.의 자료를 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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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의 요구

기존의 노동시간체제는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사회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그 고,고학력

여성인력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 문제도 지 되고 있다.

기존의 남성외벌이 체제는 더 이상 가계경제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모델이며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노동시간체제는 상 으로 임 과 요소투입 심의 성장과 제조업

주의 성장,가격 경쟁력,고속성장 속 고용창출과 분배의 성장모델을 기반

으로 하고 있는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하지만 지 의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는 상 고임 과 가치창출 심의 성장과 서비스업 주의 경제,

성장 속 고용 없는 성장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모델이 이루어지고

있고,고학력의 인력과 여성고용의 증가 맞벌이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안정성을 이룰 수 있는 고용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

<표 3>기존 노동시간 체제와 비교한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

기존 노동시간 체제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
경제

환경

비교 보호된 국내시장,수출 주 성장,미

일 심의국제 분업구조하 지

개방된 시장경제,동아시아와 미일 등

다양화 된 분업구조의 지

성장모델
상 임 ,요소투입 심의 성장,

제조업 주 성장,가격경쟁력,고속성장 속

고용창출과 분배

상 고임 ,가치창출 심의 성장,서비

스업 주 경제,가격/품질/납기 시스템

경쟁력, 성장속고용없는성장

고용모델
수 의 학력과 수 의 숙련,

은 인력,남성 외벌이 고용과 가족모델

고학력 인력,고숙련과 지식 지향, 고령화

되는 인력,여성고용의 증가에 따른 맞벌이

고용과 가족유형의 증가

작업조직 테일러주의 작업조직,hardlongwork
고능률,품질 주의 smartwork,지

이고 창의 노동

사회

요구
고용창출,빠른 성장,소득증

여성 경제활동 참여,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의 질과 건강한 노동

노동시장

성과
낮은 실업률,낮은 고용률 여성고용률 제고,고용안정성

노동시간

특징
노동시간 연장형 유연성을 둘러싼 노사담합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의 양방향 유연성

<자료원>배규식‧김명 (2010),“외국의시간제노동사례에비추어본한국의시간제노동”(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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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용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가? 한 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배규식·김명 (2010)은 재의 노동시간 체제는 늘어나는 수요에

해서는 효과성을 보이지만 어드는 수요에 해서는 경직성을 가진다.

그리고 고객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빈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일제 근로자만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들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 한 경기가 불황일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유연성을 발휘함

으로써 일자리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⑤ 경력단 여성 수의 문제

경력단 여성은 직장에 취업 해 있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을

의미한다.그런데 이러한 경력단 여성은 자발 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나 임신 등의 가정문제나 사회 압력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한다.우리나라는 2만 달러 시 에 돌입해 있지만 높은 고령화 사회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 수는 2020년 경 감소세로 들어서고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그 다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해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필요한데 그 상은

경력단 여성이 될 것이다.

통계청 <2013년 경력단 여성 통계>자료에 의하면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 명이고 이들 가운데 미취업 여성인력은 406만 3천 명이다.그리고 이들

미취업 여성 가운데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 여성은 195만 5천 명에 달한다.경력단 여성을 연령 별로 구별해

보면 30～39세가 108만 1천 명으로 체 55.3%를 차지하고 50 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력고용 구조는 서구사회가 U자형을 보이고 있는 반면

M자형을 이루고 있다.이는 결혼과 함께 일자를 벗어나는 자발 퇴직 형태를

보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육아의 부담이 어드는 시 에서 다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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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형태이다.그 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고용패턴은 결국 여성고용의 질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이는 이론 으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960년 노동공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인 자본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임 은

생산성에 근거하며 이러한 생산성은 교육투자에 의한 숙련된 기술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국 육아와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의 경우 교육투자의 기회를 차단

받으며 이로 인해 경력단 이 될 가능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게 된다.

하애란(2010)은 한국여성의 경력단 요인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을 밝 냈다.첫째,특별‧ 역시에 거주하는 여성

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를 선호

하고 있다.둘째,연령이 낮을수록 문화된 직종을 선호하고 고학력여성일수록

재취업희망 비 이 낮아지고 있어 고학력여성이 극 으로 활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셋째,이러한 실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해 유연근무시간제를 극 으로 활용하여 잠재 여성 고용력을

극 화시키고 이들의 일자리 유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근무시간제를 변화시켜 트타임근무와 일제근무의

유연한 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 여성을 사회고용시장으로 유인하기 해서는 국가차원의 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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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고용구조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압축성장을 통해 지속 으로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최근 그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최근 2% 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이러한 낮은 경제성장은 고용률에 심각한 향을 보이고 있다.물론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은 편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모두 경제성장률이

낮은 은 상호간에 정 인 측면은 아닐 것이다.

<그림 4>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 일본과 비교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최근 들어 취약한 구조를 보이면서 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13년 10월 16일)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2013년 9월 고용률은 60.4%로 년동월 비 0.4%p상승하고,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 )은 65.0%로서 년동월 비 0.5%p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67.5%),일본

(70.8%),호주(72.7%)등으로 상 으로 낮은 편이다. 한 실업률은 2.7%로

년동월 비 0.2%p하락한 수치로 실업자는 72만 명으로 년 동월 비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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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감소하 다.

정부가 고용률 70%정책을 제시하면서 제시한 고용률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참고: 계부서합동,2013).“고용률은 ‘03년 이후 정체를 지속,선진국 비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상당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여성은 15-64세

고용 황을 보면 ’02년 52.0%에서 ‘12년 53.5%로 1.5%p증가한 정도이며,

반 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경력단 상

(M 커 )은 여 하며,20 에는 남성과 비슷하지만 30 이후 격차가 확 되어

고용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5>고용률 추이와 고용률 비교

<그림 6>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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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여성의 연령 별 고용률(%)

<그림 8>성‧연령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률 70% 보고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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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그림 5>～<그림 8>의 내용을 정리해보면,결국 여성의 고용률은 상

으로 낮은 편이며,그리고 이와 같은 여성의 고용률 정체의 주요 요인은

사회 편견이나 행이 존재하며(21.4%)육아부담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과 함께 육아에

한 정부정책 차원의 지원이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양정승‧반가운(2012)의 보고서는 30 여성인력의 고용개선 효과가 낮다는

을 지 하고 있다.특히 35-39세 연령층의 고용률 감소 황이 두드러지고

있어 체 여성의 낮은 고용률에 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고졸 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요인이 여성의 고용률을 낮추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지 은 고용률 쟁이다.박근혜 행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우선순 를

일자리 창출에 두었고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2011년 기 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국가들이 부분 고용률 70% 이상이며 결국 역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면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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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는 고용률이 65%로서 지 보다 5% 이상을 높여야만 고용률이

70%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고용률 5%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에

심이 집 되고 있다.

고용률을 높이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일이다.특히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 못해 고용이 높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시 된다.하지만 경제성장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하게

특정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률

창출 방안은 정공법이면서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방법이다.결국 정공법 인

아닌 방식을 통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표 5>시간제 고용의 비

체고용 시간제비 여성고용 시간제비 여성고용률

1994 2006 2009 1994 2006 2009 1994 2009

한국 4.5 8.8 9.9 6.8 12.3 14.2 49.8 52.2

랑스 13.8 13.2 13.3 24.5 22.6 22.4 50.8 59.8

독일 13.5 21.8 21.9 28.0 38.8 38.1 54.7 65.2

일본 - 18.0 20.3 - 31.3 33.8 56.5 59.8

네덜란드 28.9 35.4 36.7 54.5 59.8 59.9 52.6 70.6

스웨덴 15.8 13.4 14.6 24.9 19.0 19.8 70.7 70.2

스페인 6.4 10.8 11.9 14.3 21.0 21.4 31.5 53.5

국 22.4 23.2 23.9 41.2 38.6 38.8 62.1 65.6

미국 14.2 12.6 14.1 20.4 17.8 19.2 65.2 63.4

폴란드 - 10.8 8.7 - 16.3 13.1 51.9 52.8

OECD* 11.3 15.1 16.2 19.7 25.1 26.1 52.7 56.5

자료 :OECD2010,OECDEmployment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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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간제 고용의 비 을 살펴보면 2009년 기 으로 볼 때 9.9이며,

이는 랑스 (13.3).독일(21.9),네덜란드(36.7), 국(23.9)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다. 한 여성고용 시간제비 이 차지하는 정도가 낮은 도 여성

인력의 미활용이라는 문제 으로 작동한다.그런데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시간제 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은 인과 계를

보이고 있다(배규식·감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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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제 일자리의 정부정책 추진 방향

1)고용률 70% 달성을 한 정부의 해법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한 일자리 확충을

통한 국민 불만을 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첫째,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 제고와 련하여 왜 고용률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제조업 심의 성장과 기업의 낙수효과 미흡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출과 제조업 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한 추가고용기회가 확 되지 못하고 한계 에 다다르며 한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추가고용기회로 확 되지 못하며 서비스업 고용기회가

확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다.

② 남성· 일제 심의 장시간 근로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OECD평균보다 420시간을 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기 해서는 이러한 높은 근로시간을 이는 방안이 필요

하다.우리나라는 압축성장경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는 노동시간을 소화해

냈다.장시간 근로는 일 독에 걸린 한민국의 실태를 명확하게 변하고

있었고 한 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일에 한 몰입이 강한 조직문화 특성을

보이기도 하 다.하지만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즉 과거에는 성장 주의

단순제조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경제 우 는 창조

아이디어와 융합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해서는

그 동안의 장시간 근로의 형태는 효과가 있기 어려우며,단시간 근로를 통한



- 24 -

창조성 개발에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최근 김미란(2013)은 “제조업의 장시간 과근로 실태와 그 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제조업체에서 주당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과근로는 규모

사업체보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비노조사업체에 비해 장시간 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탔다.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과근로로 인해 발생되는 역기능과 부정

효과를 강조하 는데, 과근로를 할수록 업무집 도가 하되고,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사기가 하되고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고 건강 악화,작업방식 신

노력의 하 등이 발생한다는 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유휴시간도 늘어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그림 9> 과근로시간과 직무태도

<자료원 :KRIVETIssueBrief,2013.40호>

③ 여성과 청년 등 핵심계층 취업애로요인 구조화

여성들의 고용률이 30 에 낮은 이유로 출산이나 양육을 들고 있고 결국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로와 시간제 일자리가 부

족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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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해 제시하는 주요 정책과제 방향성은

<그림 10>의 내용과 같다.

<그림 10>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 70% 략 방향성

<표 6>고용률 70% 정책의 핵심

략 주 요 내 용

창조경제

활성화

-1인 는 5인 미만 창조기업:‘12년 30만개 → ’17년 42만개 증가

-신직업:‘17년까지 500개 발굴

- 신형 소기업:‘12년 1,422개 → ‘17년 4,000개 증가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112만 3천개)

과학기술·ICT 24만 3천개,문화· ·스포츠 20만 7천개,

국토·교통 10만 1천개,농·식품·환경 7만 2천개,의료·복지

50만개 등

장시간근로 개선 실근로시간:‘12년 2,092시간 → ’17년 1,900시간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시간제 일자리:‘12년 149만개 → ’17년 242만개 증가(93만개 순증)

상별 취업증가

(수치는 복됨)

-청년:48만 6천명 증가

-여성:165만 4천명 증가

-장년:144만 1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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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한 기본 방향으로 “창조경제를 이루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개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사회

책임과 연 강화 등의 4 략”으로 잡고 있다(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

에서 인용).특히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개 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는 략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 하여 고용 진을

이루고자 하는데 을 두고 있다.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 략 주요 내용

창업 활성화

§벤처�창업 자 생태계 선순환방안

§청년 창업 붐 조성 1인 창조기업 창업 진

§창조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진

*창업선도 학을통한청년창업가양성,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확

*기술창업 인큐베이 지원

신직업·신산업
발굴 ·육성

§새로운 직업 기반 마련 (’13년 1.1만개→’17년까지 500개 추가 발굴)

§4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략

신형
소기업
육성

§ 소기업 지원제도(1,123개)고용창출형으로 면 개편

* 소기업 산 사 분석 조정제도 도입(‘14년),｢ 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리 시스템｣구축, 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Biz-Info)

개편 운

§ 견기업 성장 사다리 책

§ 소기업 R&D확 출연연 등 소기업 이 제도화

§ � 소기업 상생 력

* 소기업 합업종에 한 신속사업조정제 도입(’13년),직업능력개발을

매개로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구축

§해외진출 소기업 U턴 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 발 방안

§창조 서비스 일자리 (5 분야)선정� 리

사회 경제
생태계조성

§사회문제 해결,국제공헌 등으로 사회 기업 활동범 확 (’14년),지원제도

재설계(’13년 하반기),사회 경제 역간 업�연계

(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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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가지 략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략이며,창업 활성화,신직업과 신산업

발굴 육성을 들고 있다. 신형 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사회 생태계 조성을 들고 있다.구체 인 내용은 <표 7>의 내용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경제 모델은 정부가 주도 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성을

나타내기 쉽지 않으며 지속 이며 략 으로 지원하면서 모니터링과 성과 리가

필요하다.

둘째,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 을 들 수 있다.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 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 하고 피로감을 임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표 8>일하는 시간과 근로시간의 개 과제

단 과제 주요 내용

장시간

근로개선

§연장�휴일근로를 합리 수 으로 단계 축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법령
용,뇌심 계 질병 정시 과로인정범 확 등

-연가사용 활성화, 과근로 실 을 공공기 경 평가에 반 ,
체공휴일제 도입 추진(’13년)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선도:실무직(7 )부터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채용(’14년)
확 ,공공기 에 한 시간제 채용 목표제 실시

§민간부문 확산: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법�
제도 개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토록 개선
(’14년,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시간제 근로 차별시정 권익보호 강화:근로시간 비례보호 등

*불합리한 차별에 한 기획집 감독 실시(’13년 하반기)

유연근무 확산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근로시간 축계좌제 시행

§유연근무�스마트워크 확산

(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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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려는 략

이다.특징 인 로그램을 보면,취업성공패키지를 확 하고 내실화 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진시키고자 한다.여성에게 경력단 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해 자동육아휴직 행을 정착하거나 체인력

활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청년에게는 조기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장년에게는 정년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의 제도를 도입

하고자 한다.그리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표 9>여성과 청년 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단 과제 주요 내용

비경활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진

§취업성공패키지 확 내실화,｢고용-복지｣연계 서비스 강화

§민간과의 업강화 인 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
(’13년 하반기)

여성:경력단
방지 재취업

지원

§자동 육아휴직 행 정착, 체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 시행

-맞벌이 부부를 한 일자리 심의 보육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산업육성 방안‘(복지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17년까지 사회서비스 신규
일자리 25만개 창출

*사회서비스 사업의 가격규제 완화,소득수 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경력단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청년:조기
노동시장 진입

§4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확 (공공기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제 실시)

§능력 심 사회 구축,취업기회 확 :한국형 일�학습 Dual시스템 도입,
NCS구축(’13년∼), 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 강화

*근로장학 지원확 (’13년 72천명→’14년 100천명),희망사다리
장학 지원 확 (’13년 1.8천명→’17년 3.6천명)

§ 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한 범부처 의체가동

장년:더 오래
일하기

§퇴직 후 생애 재설계 재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공헌일자리확 (’13년1천명→’17년5천명),통합 리체제구축(’14년)

§정년연장지원 시행,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견업종에 한 합리 조정 추진(’14년)

장애인:차별없이
함께 일하기

§장애인 일자리 기회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기회 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 (’14년),도심지내 훈련시설 확충

(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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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일자리를 한 사회 책임과 연 강화 략을 들 수 있다.세부 략

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 사회 연 강화,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의 책임성 강화와 고용친화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략 과제를

들 수 있다.

<표 10>사회 책임과 연 강화 략

단 과제 주요 내용

일자리창출에 한
사회 연 강화

§노사정 원회 개편 추진:노사정 일자리 약 이행 역할 강화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차별시정�징벌 보상제
도입,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행 정착

§불법 견 근 :사내도 다수활용 사업장에 한 근로감독 강화,원
청의 책임확 등을 통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합리 보호

*사회안 망 강화,노동 원회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등

§최 임 수: 정 최 임 수 로드맵 마련,최 임 반 사
업주에 한 경제 제재 강화도입

일자리 창출의
책임성 강화

§(앙부처)고용률 70% 련정책을 정부업무 평가의 심층 리 과
제로 선정,성과(결과)를 심으로 리

§(자치단체)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 의무화

§고용형태 공시제,기업일자리 창출지수 공표 등 기업의 자율 인 일자리
창출 책임 부여

고용친화
정책기반 조성

§주요 재정사업에 한 고용 향평가 실시 강화

§고용창출 심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 개편

*외국인투자 인센티 개편안 마련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한 외국인력 리

(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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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정책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산

2011년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남녀고용평등 국민 의식조사>결과를

보면,남녀간 고용평등에 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민간기업 소기업이

이러한 고용평등에 차별을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남녀고용차별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그리고 정부의 사업주에 한 고용평등 련 교육 홍보강화를 들고

있다.특히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을 조사해 본 결과 육아에 한 부담(62.8%)이며

특히 여성은 이러한 육아부담을 더욱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1.1%)

뿐만 아니라 일과 삶 균형 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산 후

휴가제도 수 정도에 해서도 53.5%가 제 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

하여 법령의 수보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와 행이 요함을

알 수 있다.그리고 양육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해서는 ‘직장 보육시설 제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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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률 70% 달성과 련한 문기 문가 의견

(1) 문기 의 의견

① 경제연구원

최근 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험하다”(이 ,2013.5.31)는 성장을 통한 고용률 확 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 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해서는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선순환 으로는 성장을 동반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이 되면 경쟁력이

강화되며 이로 인한 경제발 이 이루어지고 추가 으로 고용이 확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장없는 고용이 이루어지면,자칫 생산성

하락을 가져오고,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를 발 시키지 못해

고용을 추가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표 11>의 내용을 보면,고용률이 IMF경제 기 이후 떨어졌으나 2002년에

63.3%로 과거 수 을 회복하 으며,그 이후 2009년에 62.9%로 떨어지고

고용률이 답보된 상태에 있었다.그런데 이러한 고용률을 70%까지 향상시키기

해서는 목표 취업자수는 2,528만명이 되어야 하며,5년간 239.1만개(연 평균

47.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매년 8% 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용률이 낙후된 원인을 노동수요와 공 ,그리고 제도와 행의

측면에서 찾고 있는데,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며,둘째,노동공

측면에서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조하며 장년층의 조기은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제도와 행의 측면에서 볼 때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가 미흡하며 노동시장의 이 구조화 때문으로 귀인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률 하 원인 가운데,특징 으로 고려해야 할 은 청년층은 늦은

고용시장 진입과 30 여성의 노동시장 도 이탈의 문제이다.결국 고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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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해서는 청년실업률을 이고,결혼 후 출산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일이 요하다.다양한 분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 취업률은 M-자형을 이루고 있어,30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략 활동이 요하다.

<표 11> 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고용지표

따라서 이러한 고용률 하의 원인을 해결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해서는

첫째,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환해야 하며,둘째,

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은 북유럽식 고용안정성 모델과 차이를 보이는데,북유럽식은 기업차원의

고용‧임 유연성,사회차원의 생활 안정성( 한 사회복지제도) 극

노동시장정책이 삼각축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은

기업차원의 고용안정성과 임 ‧시간‧작업배치의 유연성,사회차원의 극

노동시장정책이 삼각축을 이루게 된다.그리고 사회 차원의 생활 안정성보다

기업차원의 고용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사회차원의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북유럽식의 고세 고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나 한국 상황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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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어렵다는 의미이다.결국 노사정이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기업차원의 노사 계가 헝성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성을

재고하고 근로자는 임 ‧시간‧작업배치 등의 유연성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셋째,고용창출형 국정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넷째,

청년,여성,장년층 책을 마련하고,다섯째,사회 합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결국 이 보고서는 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 을 하고 있다.

② 한국무역 회

한국무역 회는 <TradeFocus,2013.7>보고서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한 한국의 취업난을 고용없는 성장이라기보다

경제의 성장에 귀인시키고 있다.이는 경제연구원의 주장과 유사하며

따라서 고용률을 높이기 해서는 성장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다.구체 으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이 OECD국가와

비교할 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성장이 문제라고 지 하고 있다.

한국무역 회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일반 으로 고용률은 근로시간과 반비례하며 1인이 8시간 근로를 통해 산출

되는 생산품은 2인이 4시간씩 일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이 동일하다는 제를

두고 2011년 34개 OECD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상 계식을 제시하고

있다.즉 고용률 =-0.0191×년간근로시간 +98.739이며,이 식을 통해 년간

근로시간을 100시간 감소시키면 고용률이 1.9% 상승한다고 한다.따라서

한국이 OECD 회원국 평균근로시간을 수하면(1.737시간)고용률이 6.7%

개선효과를 가져온다고 추정하고 있다.그리고 이 보고서는 한국의 장시간근로

문화는 과거의 선진기업을 쫒아가는 캐치업(catch-up)단계에서는 효과 이지만

창의 아이디어를 요하게 하기 해서는 창조경제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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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OECD 망 보고서

<그림 11> OECD가 분석한 한국의 고용률

OECD는 고용 망(EmploymentOutlook,2013)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을 강조하고 있다.첫째,경제 기 이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둘째,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잠재 노동력을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구체 으로 그 이유를 여성과 청년(15～24세)의 낮은

고용률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은 OECD 평균보다 3.5%,그리고 청년은

15.1%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령인력의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베이비부머 세 가 은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도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정년연장을 법제화 하 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2016년 규모 기업에서 시작하여 2017년에 300인 미만의

직장에 확 될 정이다.그리고 이 보고서는 고령근로자와 청년근로자의

일자리가 서로 반비례하지 않고 양의 상 계가 있음을 강조하여 고령근로자와

청년근로자가 업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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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가 의견

허재 (2013)은 “세계 차원의 일자리 문제와 고용률 70% - 산층 70%의

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디지털 기술의 발 과 로벌 경쟁시 가 가열

되면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정규직 비율이 어드는 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인 상이며, 로벌 불황이 가속되는 상을 지 하고 있다.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고용률 70%의 목표는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 기를

극복하고 2008년의 로벌 융 기를 극복한 경우와 유사한 정책으로 평가

하면서 고용문제의 한국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손을춘(2013)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조건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먼 자는 최근 경제

동향과 연 시켜 미국의 양 완화 축소와 국의 성장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실과 련시켜 세계 국가들이 모두 성장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률 축소는 결국 고용을 축시키는 상황이며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소득 일자리 비 이 증가하고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 하고 있다.이와 같은

경제환경과 련하여 최근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의 정책 목표를 단기성과

주의 정책으로 평가하고,지난 노무 정부나 이명박정부가 모두 단기성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 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지 하고 있다. 한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목표 12만 4천개)이를

어떻게 민간부문에 확 시킬 수 있는지를 지 하고 있다.그러면서 성공사례로

들고 있는 네덜란드 등은 직무 과 능력 이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에서 가능한

양질의 선택제 시간제 일자리가 어떻게 우리 토양에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시

하고 있다.그러면서,로드맵 달성을 한 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70% 고용률 달성에 필요한 구체 인 방법과 실천방안에 한 사회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둘째,장시간 근로와 불합리한 임 차별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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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을 개선하고 인식을 환해야 한다.그 동안 일과 가정의 균형정책

으로 추진해 온 육아휴직만 하더라도 상사의 치를 보는 등하여 효과 으로

근로자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등이 개선되지 않고서 탄력 근무

시간제나 유연근로제 등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그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첫째,청년‧여성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특히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 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에 따라 여성 고용률 제고와 여성 리자 확 를 한 ‘극

고용개선조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용 상 기업 수가 고 의무 반에

한 제재수단이나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하므로 극 인 입법개선을 요구

하고 있다.결론 으로 일자리 정책은 장기 으로 세 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철수(2013)는 서울경제의 <데스크칼럼>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교훈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그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과거 행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단지 언어 표 만 달리하고 있으며,근본 인

고용구조 신이 수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 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다.칼럼에서 그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재 고용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려는 여성이나 진 퇴직을 원하는 베이비부머들을

한 직무가 신규로 개발되지 않을 상태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다.결국 그는 일자리 목표를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이러한 정책이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박종국(2013)은 <고용률 70% 달성을 한 직업교육 과제>의 시론을 통해

경력단 여성에 한 직업교육 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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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력단 여성들 가운데 47%가 육아 등으로 직장을 포기하고 있는데

민간과 공공훈련기 을 통해 400만명에 달하는 경력단 여성들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두원(2008)은 논문에서 여성인력의 고용시장 진입을 한 제도 방안을

강조하 고,여성인력이 고령화로 인해 감소되는 노동공 량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성인력

유입효과를 연구한 Jones(2005)의 추정을 근거로 하여 여성노동력 유입이 강화

되었을 때 2015년경까지 100만명 정도의 노동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이 비정규직에 한정 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같이

하고 있다.이는 여성의 시장진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방향으로

양 인 고용력 확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김윤호‧성지미‧박진명‧우미혜(2012)는 <시간제 근로 유형화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한 다수사례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있게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와 어떤 계성을 가지는지 규명하고 있다.이 논문은 시간제

근로유형을 시간제 근로에 한 종업원의 테도 에서 자발성이 높은 상황과

자발성이 낮은 상황으로 구별하고,종업원의 산출물 에서 성과모호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구별하여 2차원의 총 4개의 상황 cell로 구별하고

있다.이들 각각의 cell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특징과 련시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고 있다.첫째,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은 노사민정의 타 과 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둘째,문헌

연구를 통해 종합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차원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셋째,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련

하여 고용안정,사회보험/사내복지/교육훈련/승진승 에서의 차별 해소,비례

임 지 ,공정한 성과 측정, 일제로의 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 38 -

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환,그리고 시간선택제에서 일제로 환하는

가역성이나 의견 개진 기회의 보호 등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념을 창출

하는데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양정승‧반가운(2012)는 “30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 ”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들 가운데 30 여성의 노동 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 고용력 강화를 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들은 2000년 이후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 로 구별하여

분석해본 결과 30 의 여성들 가운데 특히 고졸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을

발견하 고 이러한 낮은 고용률은 단기 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분석을

통해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첫째,성별,세 별,

학력별로 보다 세분화된 정책의 개발 필요성이다.특히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학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양 인 보육지원 정책의 확 와 함께 질 이 개선이 필요하다.지 과

같이 단순하게 양 인 보육비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심의 보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력 여성에 한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해서는

일제 보육지원보다는 시간제 보육지원이 필요하며 문성 있는 돌보미 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한 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셋째,선별 으로 보육지원

정책을 집 시킬 필요가 있다.즉 고학력 여성과 학력 여성의 경력단

상을 차별 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력 여성에 한 극 인

노동시장 참여를 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넷째,보육지원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보육지원 정책을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고학력

여성에 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학력 여성들에

한 사회 지원의 강화는 소득 양극화를 여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다섯째,일과 보육이 병행될 수 있는

기업환경 구축의 지원 필요성이다.이는 구체 으로 선택제 시간제 일자리와

련성 있게 되는데,단시간 근로의 활성화, 극 조치의 강화 등도 요하며

탄력 근무시간이 허용될 수 있는 직무재설계와 인사정책의 변화 등이 이루어



- 39 -

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우수사례 개발 보 ,여성 역량강화 교육,

컨설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말순(2012)는 경남지역의 고학력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실태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다른 연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20 여성의 취업시장 진입은 높아지고 있지만 결혼과 함께 가사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단 하는 경력단 여성의 수도 높아지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이를 보완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기

해 ①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는 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회사에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여성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즉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분 기를 창출해야

한다.②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즉 육아휴직제도는 근본 인

해결안이 되지 못하며 육아 문제로 인해 퇴직하지 않기 해서는 탄력

근무시간이 용되어야 하며 장시간 근로 행이 어들어야 한다. 한 육

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2)의 용을 강화해야 한다.③보육지원 서비스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실질 으로 야근이 많은 직장문화를 감안하여 야간보육이나

방과후 보육,24시간 보육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경력단 여성이

문 으로 가사나 육아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정부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④여성 친화 인 기업문화의 확산을 들 수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극 고용개선조치 우수 사업체에 해 행정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⑤고용지원정책에 한 홍보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해

정보의 근성을 강화하고 홍보 활동 등을 제고시켜 제도에 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시간단 도란 만 6  하  미취학   근로 가 휴
직  사용하는 신에 주당 15시간 상, 30시간 하로 근무시간  하
는 것 로, 2012  8월 2  사업 에 용 었 . 다만 근로시간에 비
례한   문에  다  지만 휴직에 비해 득  감 폭

 고 로 해 경력  단 는 것  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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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제 일자리의 개념 이론 고찰

1)시간제 일자리의 개념

‘시간제근로’ 는 ‘단시간근로’는 일제근로(full-timework)에 비해 근로

시간이 짧은 고용형태를 말한다.법 으로 시간제근로 혹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 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되지만.근로자의 자발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 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 안내서,2013).배규식·

김명종(2010)은 “시간제 노동은 경제의 서비스화와 여성들의 고학력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하게 수용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폭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진

한다.”(15쪽)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의미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를 기업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를 다음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사업의 특성상 특정한 시간 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 탄력성 있게 시간제 인력을 집 시킬 수 있어 탄력

인력운 이 가능하다.둘째, 은 비용으로 문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음으로써 이직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시간선택제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넷째,경직 인 임 상과 복리후생비 증가 등의 문제를 완화

할 수 있으며,다섯째, 출산 고령화 사회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는 2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첫째는 신규형으로 신규채용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상으로 하고 경력채용형은 경력단 여성 등을

상으로 한다.반면에 환형은 재 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

택제로 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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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시간선택제 활용의 기 효과

<자료원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 안내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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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일보 김혜미기자는 <시간제 일자리,개념부터 명확해야 성공한다>라는

취재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 을 지 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시간제

일자리를 주도하는 정부의 표 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박근혜 통령,6월 3일 수석비서 회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자발 수용에 부응하고 기본 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방하남 고용노동부장 ,6월 3일 사 리핑),

“시간제 일자리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오석 경제부총리,6월 4일 합동 리핑).이와 같이 서로 다른 표 을 하다

보니 과연 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개념이 어떤 시간제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개념과 복되면서 그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즉 ‘반듯한 시간제’개념은

상용형으로 무기계약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반면,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없애는 즉,비정

규직이면서도 정규직의 혜택을 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① 시간제 근로의 유형화

시간제 근로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양질의 시간제 근로의

계를 쉽게 결론내리긴 어렵다.다만 이러한 계성을 유추하기 해 문헌

연구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12>와 같다.수요 인

측면에서 Hong(1979)는 주당 근무하는 시간을 기 으로 하고,Feldman(1990)은

고용지속,고용주체,기간,자발 여부,주 업무 등을 기 으로하고 문장분 등(2009)은

고용 안정성,근로자 활용 사유,근로조건 등을 기 으로 명목 단시간 근로형,

경력단 기혼여성 단순노무형,청년 임시근로(알바형),자발 문직형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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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시간제 근로 유형화 선행 연구

구분 연구자 기 유형

공

측면

Martin&

Sinclair(2007),

Whistler(2009)

소득공헌정도,

결혼/자녀 유무,

학생 유무 등

주업유형,기혼/미혼보업유형,

고등학교/ 학교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일제 부입

DeJong

등(2009)

임시직 고용을

받아들이는 동기
비자발 ,자발 ,디딤돌

Shaefer(2009) 소득공헌 정도 일차 (주)/부차 임 소득자

최지원(2005) 개인 ·주 기 자발 /비자발 시간제 근로자

수요

측면

Hom(1979)
주당 근무하는 시간,

고용기간

지속 /계 (주 6시간 미만,6~10,

11~15,16~20,21~25,26~30,31~35,36~40시간)

Feldman(1990)

고용 지속,고용 주체,

기간,자발여부,주업무

지속 /일시 ,조직고용/알선기

고용,연 계속되는/계 인,

주업/부업,자발/비자발

Bruce&

Steven(1995)

Lautsch(2002)

직무구분(분리/미분리),

활용목 (비용 감

/유연성 확보)

분리형(separation),계 형(seasonal),

이 형(two-tier),통합형(integration)

Sarah

Jenkins(2004)
근로의 내용,속성 등 핵심/정 /보조 인 시간제 근로

Feldman(2006)
시간,공간,

고용주의 수 유형

주당 근로 시간,연속 고용 주,

동료들과 업무 동시성,연

계속/계 업무,미래 고용 열망,

공통/별도 일터,정규직 동료와 업무

여부,가상/면 면 커뮤니 이션,

자 업/기타 고용,고용하는 조직의

종류,동시/순차 고용주

문강분

등(2009)

고용 안정성,근로자

활용 사유,근로

조건

명목 단시간 근로형,

(경력단 )기혼여성 단순노무형,

청년 임시근로(아르바이트)형,

자발 문직형 등

<자료원 :김윤호 등,2012,11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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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제 일자리의 정부 지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양질의 선택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기 이 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 다.즉 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시간제 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 근로자 임 지원 등을 하고 있다.일자리 창출

지원 은 첫째,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시간제 합업무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 지원하며,지원요건으로 사업주가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둘째,소정근로시간이 주 15

시간 이상,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신규 시간근로자 임 의 50%(월 60만 한도)를

1년간 지원해 다.그리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 으로 첫째,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장 으로,인력부조 해소에 도움이 되고,집 인

인력활용으로 생산성 제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이직률이 하락되는

효과를 가져오고,둘째,근로자에게 좋은 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안정 인 일자리를 릴 수 있으며,일과 육아 학업 등을 병향할 수 있으며,

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우와 경력을 인정받고 다양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다.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상용형 시간제일자리)’정책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한인상(2013)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의 기본 정책을 ①단기 인 일자리

확 에 한 집착,② 환형 시간제보다는 채용형 시간제를 선호하 다는 ,

③ 리자 교육과 비 부족으로 신청자가 매우 어 확산되지 못함(2쪽)”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반듯한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질 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는 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연구원 이 (2013)이 제시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 으로

노동자의 자발 인 선택,지속 인 근무 가능,공 연 고용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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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70% 이상인 시간당 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문헌 연구

양질의 일자리에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해 호주,미국,유럽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를 들면

호주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로젝트를 수행하여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5단계로 구별하고 “안정성,스킬,근로자의 훈련 문성을 반 하는 보람

있는 업무, 일제를 기 으로 직무만족,경력개발의 동등한 기회의 제공”으로

정의하 다(New South Wales Government, 2009). 이와 같은 개념은

CharlesworthandWhittenbury(2009)에서 일제 근로와 비교하여 시간,조건,

기회 복리후생이 좋은 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정의내린 경우와 유사하다.

그 외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의한 문헌이나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윤호 등(2011)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형화하기 해 종업원들이

비정규 노동을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에

한 종업원의 기 와 니즈의 차이를 한 가지 차원으로 하고,두 번째 차원은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두고 있다.이와 같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형화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시사 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노사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 인 시간제 일자리 설계를 진시킬 필요가 있다.둘째,지역의 노사민

정 주체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 는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셋째,시간제 근로와 일제 근로의 자유로운 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



- 46 -

<표 13>양질의 시간제 근로 차원 조작 정의

차원 조작 정의 선행연구

근로 시간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생활임

수 이 되어야 함
①,②,③,④

사회 시간(socialhours)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스

사람들이 일상 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근로

하도록 근무시간이 설정됨
②,⑤,⑥,⑦

과 근로 시간 측 통제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요구를 함께 충족하도록 설정됨
②,③,④,⑤

근무 형태의

가역성( 일제↔시간제)

근무 시간을 이거나 는 늘리는 것이 용이.

시간의변화는스킬·직 변화에 향을미치지않음

①,②,③,④,⑤,

⑥

비례 임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제 근로자와 비례

임 (기본 성과 포함)을 받음

①,②,④,⑤,⑧,

⑨,⑩,⑪,⑫

복리후생에 한 비례 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제 근로자와 병가,

연차휴가,연 등 비례 복리후생을 받음
①,②,④,⑤

직무·계약 시간·차별에 있어

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고용 안정성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제 근로자와 계약

시간 등에 있어 동일한 보호를 받음

①,②,③,④,⑤,

⑥,⑧,⑬,⑭,⑮

균등한 훈련 참여 기회
시간제 근로자는 일제 근로자와 훈련에

참여하는 균등한 기회를 가짐

①,②,③,④,⑤,

⑥,⑫

균등한 경력발 기회
시간제 근로자는 일제 근로자와 승진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가짐

②,③,④,⑤,⑨,

⑫,⑯,⑰

내부 의 조직 내에서

커뮤니 이션/동료 계/

경 진·종업원 계

직장에서 요구사항과 조직에 기여하고 싶은

공헌에 하여 의,직무와 련된 모든 커뮤니

이션에 참여

②,③,④,⑤,⑯

직무의 내용/직무 자율성,

독립성,통제 등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가짐
②,④,⑤,⑯

직원의 자격 수 의

스킬을 반 한 고용

일정한 자격 수 스킬을 고려하여

직 을 부여함
②,③,④,⑤,⑰

일제 근로의 단편 인

시간(fractionaltime)을

반 하여 업무량 조정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감소는 업무량에 반 됨.

즉,유사한 일제 근로자의 상보다 상

으로 더 많은 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음

④

가치:직원들이 직장

외의 삶을 가진다는 인식

학업,가정 등 업무 외의 자신의 삶을 즐긴다고

인식함
⑤

※ 선행연구:①Charlesworth 등(2002),②Chalmers 등(2005),③Berhman 등

(2004), ④Lyonette & Beate(2010), ⑤Industrial Victoria Relation(2005), ⑥

Employmentin Europe(2008),⑦GEO(2010),⑧Spencer(2009),⑨McGovern 등

(2004),⑩Hilletal(2004),⑪Barnett& Gareis(2000),⑫Comfort등(2003),⑬

Charlesworth&Whittenbury(2007), ⑭Tilly(1996),⑮Rubery등(2005),⑯McDonald

등(2009),⑰NewSouthWalesGovemment(2009)

<자료원 :김윤호 등,2012,118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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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고용 계 특성

표

직종

기업

인사 리방향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

유

형

Ⅰ

▪기업:우수 인력

유지·확보의 목

▪근로자: 일·가정

양립,경력유지

문직

리직

간호사

▪통합형 인사 리

▪경력개발계획

(CDP) 리

▪업무/평가시스템

설계

▪우수사례 발굴 극

홍보

▪ 기업 공공기 에서

우선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

▪맞춤형 컨설 제공

유

형

Ⅱ

▪기업: 수량

유연성 확보목

▪근로자:일·가정양립

리보조

서비스직

산직

합리 직무

근로 시간 설계

▪정확한 일자리 정보 제공

연계

▪직무 분석 근로 시간

설계 지원 컨설

유

형

Ⅲ

▪기업:비용 감목

▪근로자:소득유지

단순직

아르바이트

노동 련

법령 수

▪근로감독 강화

▪교육훈련 강화

유

형

Ⅳ

▪기업:비용 감,

우수 인력 선발 목

▪근로자:경력 개발,

일자리 유지

인턴사원

탁직

계약제

문직

평가시스템 등

정규직 환과정마련

▪정규직 환 지원

▪양질의 시간제 근로 기

용 장려

김윤호 등(2011)은 시간제 근로 유형을 4가지로 구별한 후 이에 따른 기업의

인사 리 방향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시간제 근로 유형별 주요정책 방향

<자료원 :김윤호 등,2012,118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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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국내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 사례

1.국내 시간제 일자리 사례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혹은 시간제 노동의 특징을 배규식·김명 (2010)이

체계 으로 정리하고 있다.첫째,시간제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10인-29인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가 주로이며(36.9%)이며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는 가능성은 72.6%로 설명하고 있다.결국 여성들이 주로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으면 소규모 사업장 근무의 경우가 높다.둘째,

시간제 노동의 비율이 평균 으로 낮은 편이며 낮은 여성들 시간제 일자리

고용비 은 여성인력을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다.

이는 보편 으로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차지하는 비 이 높다는 문제 을

지 하기 보다는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비 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역기능 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다시 말해서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해서는 여성들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확 되어야 한다는 이다.

셋째,시간제 노동의 열악한 지 를 보여주고 있는데,정규직에 비해 47%정도의

여수 을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에서도 복지나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

낮은 비율에 있다.구체 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했을 때

보험가입률이 1/3수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사용주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일회용(disposable)일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높다고 표 하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의 실을 명확하게 표 하고 있다. 한 시간제 일자리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에 해 사용주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추가 고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종업원들이 과근무나 연장근무 등을 통해 업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도 지 되고 있다.

배규식·김명 (2010)은 한국의 낮은 시간제 노동 비 의 원인으로서,첫째,

비정규직의 빠른 증가를 들고 있다.IMF경제 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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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주로 기간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한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일자리와 시간제노동은 상호 체 계에 있어 기간제 일자리를 주도 선호하는

사용주들의 의향은 시간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둘째, 과노동시간에

의존하는 노동시간 체제의 문제 을 제시하고,셋째,남성 외벌이형 모델이

잔존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인구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지 않음을 지 하고

있다.이러한 문제 에 해 “일과 가정의 양립,육아정책의 개선,시간제

노동에 한 차별 제거,유연한 노동시간제의 확 등 가족 정책,가족과 련된

노동정책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좋은 시간제 고용을 늘리고 가족과 고용

복지모델을 환시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35쪽)라고 주장

하고 있다.

(1)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여 국가ㆍ지방공무원 모두

내년 새로 채용하는 인원의 3%를 시간제로 뽑되 국가공무원은 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17년에는 6%까지,지방공무원은 매년 2%포인트씩 늘려 2017년 9%까지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시간제 교사 채용목표 비율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용

한다.

공공기 도 내년 3%를 시작으로 2017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이 게 해서 내년에만 공무원 600명,교사 600명,공공기 1,000명을 시간제로

뽑고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교사 3,500명,공공기 9,000명 등 공공부문에서

1만 6,5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2)민간부문 시간제 일자리

고용노동부(2013)가 제시한 사례기업들 살펴보면 쥬비스는 집 근로시간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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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도입하 으며 라 엘 복지재단, 유성선병원,김천감문병원 등은 요양보호,

검진업무,간호보조나 사무보조에 있어서 장시간 근로개선을 한 시간제 근로를

도입하고 있다.요양분야에서는 정년퇴직자나 고령자를 상으로 한 고령인력의 도입을

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업무에 있어서는 경력단 여성 등을 심으로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떡 는 사람들이라는 제조분야의

회사에서는 식품 제조 특성상 단시간 시간제 근로가 필요하므로 주부 등 경력단

여성을 생산직에 고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련하여 최근 국내 최 기업인 삼성계열사들이

시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 2013년 올해 6,0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 하고 발표하 다.삼성 자 2,700명,삼성디스 이 700명,삼성 공업․

삼성물산․삼성엔지어링 각 400명,삼성생명 300명 등으로 주요 선발 상은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 된 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퇴직한 장년층

등으로 선발 인력의 일부는 55세 이상의 장년층에 할당한다고 보고 있다.

삼성의 각 계열사 들은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2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뒤

능력에 따라 지속 고용이 보장되며,4 보험 혜택은 물론 과이익분배 과

성과 도 지 받는다고 발표하 는데,시간제 일자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단순히

취업을 원하는 지원자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한 인력을 우선 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 외 여러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련하여 채용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삼성은 2013년 11월 시간제일자리 6000명 모집공고를 냈다.삼성그룹의 20개

계열사에서 총 120개 직무분야에 하루 4시간 는 6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공모를 한 것이다.개발지원 직무에 1400명,사무지원에 1800명,생산

지원 500명, 매서비스 500명,환경안 1300명,특수직무 500명으로 사무직

시간제 일자리 고용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고용 계획은 비록 정규 인 업무는

아니지만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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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 사례로서 와이지-원을 들 수 있다. 삭공구 회사인 와이지-원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로서 36명의 시간제 일자리 사원을 고용하고 있다. 체 본사 생산직

근무자 362명의 10%에 해당한다.이들 부분은 여성으로서 (31명)9시에

출근하여 1시에 퇴근하며 고용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여의 50%를 1년간 지원 받는다.생산직 교 근무자의 1인당 평균 연장근로가

월 46시간으로 장시간 근로개선이 시 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근무시간 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 고,이들 사원들은 숙련도가

정규직에 비해 낮지만 업무 성격에 맞게 배려하고 근무시간이 늘면서 차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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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진국 시간제 일자리 사례3)

(1)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OECD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인 모범사례로 네덜란드를

강조하고 있는데,네덜란드는 단시간 근로를 장려하기 해 정규 일자리와

차별을 최소화 하는 노력 등을 기울여 고용률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그 다면

네덜란드가 어떻게 시간제 일자리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지를 악해보기

해 우선 으로 과거의 네덜란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70년 후반 성장‧고실업과 과잉복지로 인해 네덜란드 병

(DutchDisease)이락 불리는 기에 직면해 있었다.정부는 이에 처하여

경제의 구조 악순환 해결을 해 임 안정,실업문제 해결,복지개 이 시 한

과제로 두되었다.그리고 그 해결책은 ‘82년 네덜란드 노사정 타 에서

비롯되었는데,이들은 임 인상 자제,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고용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합의하는 ’바세나르 약‘을 체결하 다.하지만 80년 후반

노동시간 단축과 임 인상을 둘러 싼 노사갈등이 재연되었고 경제 불황과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이에 ’93년 네덜란드 노사정은 새로운 신노선

약을 체결하고 노동시간 단축,시간제 고용활성화가 더욱 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이에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제 근로자와 같은 사회보장과

노동법을 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 하 고,시간제 근로와 일제 사이의

차별을 법 으로 지하는 비례보호정책을 추진하 다. 한 ‘95년 노동시간법을

제정하여 시간제 근로를 비롯한 더 유연한 작업패턴을 진하는 정책을 도입

하 고,임 , 과근로수당,보 스,훈련 등과 같은 고용조건에 있어 시간제와

3) 사례  내용  재 에  보도 료로 시한 “ 란드, 독 ,  시간

근로  사례  시사 ,” (2013. 7. 22)  탕 로 하고 타 연 료 등  통해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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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를 동일하게 우하도록 규정하 다.

정부는 임 근로자(최 임 의 115% 이하)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고,해당 근로자에게는 세 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 다.

사용자는 기존 고용이나 추가고용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해당 근로자

소득 증가시 감면액이 차 감소하도록 설계하 다.주 36시간 이하 근로자들은

감면액이 근로시가에 따라 조 되도록 하여 시간당 임 이 높은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되었다.

<그림 13>고용률‧시간제 비 추이와 시간제 일자리 수 추이

*자료:OECD *자료:OECD

네덜란드는 고용률 70%로 진입한 ‘94-’99년 사이에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제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 당시에 늘어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약

41.5% 차지하고 당시 일자리가 약 917,000개 늘어났고 이 시간제 일자리가

약 380,000개 늘어났다.이와 같이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통해

양 으로 고용률을 증 시킨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 인 개선을 이루었다.

즉 비록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만큼은 되지 않지만 비례 으로 임 과

노동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동등한 우를 받고 있다.네덜란드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육아시설이 직장 내 잘 갖춰져있지 않아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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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강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이러한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역설 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높이기 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조건으로서

육아시설의 확충을 들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반 의 경우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들의 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유연하고 자율 이며 개별화된 근로시간

제도가 제시되었다.

(2)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독일경제는 통일 이후 ‘90년 성장 둔화,실업률 상승과 함께 경상수지가

자로 반 하는 등 부진한 모습으로 환되었다.독일경제가 부진을 보이면서

’유럽의 병자(asickmanofEurope)'로 불리는 등 독일에 한 비 시각이

확산되었다.특히 통일비용과 연계된 과도한 사회보장지출,해고에 한 규제

강화 등 구조 문제가 근본원인으로 지목되었다.이에 슈뢰더 정권과 메르

정권은 하르츠 개 ,아젠다 2010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한 개

작업을 추진하고 미니잡 개편이나 견근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하르츠 개

에서 시행하 으며 이는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 하는 계기로 작용하 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에 한 차별 방지뿐만 아니라 보조 지 , 임 근로

제도화,규제 완화 등 극 인 로그램을 시행하 다.일자리를 한 연

약(‘96년)에서 조기퇴직하는 고령근로자들을 시간제 근무로 환 유도하 고,

청년실업자를 시간제 근무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 을 지 하여 고용을

유도하고,’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에 한 법률‘을 시행(2001,1.1)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시간제 근로를 진하 다.차별 지원칙과 근로시간단축

청구권4),통상근로자 채용시 우선권 보장,근로형태 환 거부로 인한 해고

지 명시하 다. 한 ’03년부터 진행된 하르츠Ⅱ 개 을 통해 임 근로를

4) 6개월 상 근무 가 신  근로계 상  근로시간  단 시켜  것  하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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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잡(mini-job)5)으로 제도화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 다. 반면 메이 잡

(majorjob)은 월 800유로까지의 일자리로서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나

세 을 폭 경감해주고 있다.그리고 미니잡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와 세 을

면제하여 취업유인을 제공하 다.뿐만 아니라 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제한을

철폐하여 미니잡 근로자 사용에 있어 유연성이 증가하 다.독일의 경우에도

고용률 70% 진입시기에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역할을 하 다.

<표 15>하르쯔 개 의 내용

HartzⅠ (2003년 1월 시행)

취업알선 련

-PSA(Personal-Service-Agentur)를 지역고용센터에 설치하여

임시 일자리 제공, 견 업무 등 수행

-훈련 바우처제도 실시

여 련
- 합한 일(suitablework)에 해 보다 엄격한 정의를 하고

탄력 으로 제재

HartzⅡ (2003년 1월 시행)

활동화 련
-Mini-Jobs(400E-)에 한 세제/ 부 유인 제공

-자 업(Ich-AG)지원

HartzⅢ (2004년 1월 시행)

취업알선 련

-연방고용청의 명칭 변경(BundesanstaltfurArbeit→

BundesagenturfurArbeit)

-BA내부조직 개헉(노사정 3자의 자치행정 축소)

-지역고용사무소와의 지자체와의 공동작업 (ARGE)신설

HartzⅣ (2005년 1월 시행)

여 련
-실업 여(Ⅰ)의 수 기간 단축(최장 18개월로 제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실업 여 Ⅱ 신설

5) 사 보험 납 상에  어   단시간 근로 가 ‘99  사 보험 납

상에 포함 에 라 해당 문 고용  는 상 에 , ①  근로  상한

 월325 로에  400 로로 하고, ②당  15시간  주당 근무시간 한  철폐

하고, ③미니  근로  사 보험료  (20%)  하 다.



- 56 -

(3) 국의 시간제 일자리

국은 ‘80년 에 시간제 근로 비 이 20% 에 육박하 으며,’89년에 고용률

70%에 진입하 다.그런데 이러한 국의 시간제 근로는 시장 주도로 활성화

되었는데, 국은 기본 으로 자발주의의 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있어 고용주들은 재정 인센티 를 보유하여 특정 근로시간

이하(‘94년까지 주당 16시간) 는 주당 임 수 이하일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 기여가 면제되었다.

<그림 14>양국,독일,네덜란드 고용률 시간제 근로비 추이

英ㆍ獨ㆍ和 고용률 추이 시간제 근로 비 추이

*자료:OECD *자료:OECD

후 복구사업과 복지서비스 분야의 팽창으로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시간제 근로가 차 확 되었다.‘시간제 근로자를 한 규정’은 시간제 근로가

정착된 ‘90년 이후 제정되었으며,시간제 근로자에 한 부당 차별을 방지하고,

비례보호원칙을 명시하 다. 국의 경우,고용률 70% 진입시기에 시간제 근로

활성화는 고용확 와 경제성장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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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진국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한 네덜란드, 국,독일의 경우 모두 고용률 70%

진입 기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에 기여하 다.

네덜란드(‘94~’99) 독일(‘03~’08) 국(‘84~’89)

① (시간제 일자리 증가)
÷(총 고용 증가)

41.5% 50.2% 24.6%

② 연평균 총고용 증가율 6% 1.5% 2.1%

③ 연평균시간제근로증가율 3.7% 3.7% 2.8%

네덜란드와 독일은 시간제 근로자 차별방지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세

면제 등 극 인 시간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 다.네덜란드는 차별 지

규정을 제정하고,SPAK 로그램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숙련‧ 임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을 제공하 다.독일은 차별방지,규제 완화와 함께 임 근로를

미니잡으로 제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 으며, 국은 시간제

근로가 시장주도형으로 정착시켰다.다만 소득 근로자에 한 사회보험

기여를 면제해 왔던 행이 고용주에게 시간제 고용을 늘릴 유인으로 작용하 다.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한 로드맵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정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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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시사

1.결론

한국의 고용률 70% 달성을 한 아젠다는 이제 더 이상 아젠다가 되지 못하며

요한 정책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그 다면 고용률 70% 달성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악하면 다음과 같다.첫째,경제성장률이 제고되어야 한다.역으로

표 하면 고용률이 70% 달성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 으로 증

된다는 의미다.따라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해 지속 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둘째,고용률 70%를 달성하기 해서는 단순히

제조업의 활성화나 기업 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

강소기업의 육성(히든챔피언)과 서비스 내수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셋째,

노동의 상 가격을 어 기업이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환을

의미한다.임 유연화를 통해 노동비용 하락을 가져오더라도 결국 고용의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선순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하르츠(Hartz)'개 을 통해 15-64세 고용률을 64.6%(’03년)에서

70.2%(‘08년)로 불과 5년 만에 70%를 달성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강도 높은

고용개 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고용개 과 목표 달성을

이루기 해서는 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단순한 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선택 시간제는 그 게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

이를 해서는 오랜 세월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고강도 노동량을 이고 과

근무를 이는 기업노동 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 여성의 노동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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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시킴으로써 극도하게 이분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용의

유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박근혜정부는 고용개 을 시도하고 있다.새정부의 일자리 정책는 첫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며,이는 과학기술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이다. 한 창조형 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학벌이 아닌 능력 심의 사회를 구 하고 해외취업을 장려하며,

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 기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경력단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커리큘럼과 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한다.결국 이러한 고용개 은 양질의 선택 시간제 일자리와

연 성이 있다.

양질의 선택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고용개 을 성공시키기 한 략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 선택 시간제 일자리 고용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은 고용의 개 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고용 유연화를 포함한 선택 시간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먼 시범 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즉 선택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부문에 한 평가에 가 을 부여하거나 인증을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자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배규식‧김명종(2010)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지 시범사업을 보이고 있는 차원을 확 시켜 표면 인

몇 개의 선택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경험과 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분으로 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악해야 할 것이다.그 동안 일부 공공기 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제시될 때

선택 여부를 설문조사하 으며 일부 희망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단순히 일부 조사에 근거하여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각 산업별로 시간제

일자리가 가능한 직무를 분류하고 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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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별로 시간제 일자리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구별하고,

이들 직무에 한 임 체계 등에 해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기 한 조직문화와 분 기 개선이 필요하고

한 임 보 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시간제 일자리 환을 희망하는

구성원이 있어도 이에 한 인사제도 등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견되는 선택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일제 근무를 통해

수당 등의 수혜를 포기하고 시간제 일자리 선택을 하는 경우 으로

열 에 놓이는 상황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시사

양질의 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고 이로 인해 고용률 70%가 달성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병행되고 보완되어야 한다.첫째,양질의 선택

시간제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많은 문가들은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결국 과거 행정부가 시행착오를 범한 것과

같이 질이 좋지 못한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만이 양산되고 결국 고용률만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의

기존의 갈등을 추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선택 시간제 일자리가 본래의 취지 로 운 되고 고용유연화의

략 목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우선 시행 기부터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산업별 구조개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그 동안 한국의 제조산업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견인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재는

한계 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며 고용률 제고를 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독일의 고용개 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제조업이나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의 고용비 이 더 이상 낮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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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미국이 제조업 신 서비스업을 선택

하 으나 결국 고용률 하 등 경제성장이 악화됨으로써 결국 제조업으로

환을 다시 모색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보아도 고용과 련된 제조업이나

제조지원 산업의 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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