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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시장
고용관행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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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은
갈라파고스적인가?
안주영

|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교 정책학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I. 문제의식
일본 특수론의 부침
○ 1970년대 이후 일본 특수론을 극복하려는 논의의 전개
- 발전국가론
- 관료주도형 다원주의
- 블루 컬러의 화이트 컬러화
○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경제와 일본 비판론
- 국제 무역마찰 긴장고조
- 사축, 장시간 노동
- 버블 붕괴, 정치부패 스캔들
- 구조개혁(선거개혁, 수상의 권력 집중화)의 시기와 실패?
- 갈라파고스화(고립으로 도태되는 상황)
○ 일본 노동시장 개혁
- 성과주의의 도입과 실패
-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의 명문화, 재량노동제의 확대, 파견법의 확대)
→일본 고용관행의 지속 → 아베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제한적 변화)
⇒ 일본 특수론 + 쇠퇴론 (갈라파고스화)
⇒ 특수하다면 왜 특수한가에 대한 고찰 필요
⇒ 쇠퇴해 간다면 다양한 제도의 상보성이 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
(같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다른 반응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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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복지레짐의 특징
1. 기업주의적 노동시장
○ 연공임금체계, 장기고용, 협조적 노사관계(1970년대, 오일쇼크)
- 기업의 노동시간·근무지·근무내용에 대한 재량권 극대화, 고용보장, 이중적 노동시장
- 기업 생활급(연공임금체제의 강화)
- 노사정의 이해 일치: 기업(유연한 노무관리) + 정부(재정 억제) + 노동조합(고용안정)
○ 일본의 고용관행과 역사적 경로
- 학력에 따른 3층구조(직무에 따른 전문능력이 중시되지 않음, 인성 평가(학벌 중시와
학교 소개))(Abegglen 1958) → 메이지 시대의 관료제도
- 연공임금제 → 1910년대 숙련공 확보(兵藤 1971), 전시체제로 인한 사회통제, 임금
통제(尾⾼ 1993)
- 사원 평등화 → 전후 노동운동(菅⼭ 1995)
- 내부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 이후 정책 전환
(배치전환, 전근)
- 1990년대 이후 고용유지형 정책에서 노동이동 촉진 정책으로의 전환
<그림 1> 일본 남녀 임금 커브의 추이

출처：厚⽣労働省「賃⾦構造基本統計調査」、JI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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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중심의 사회보장제도
○ 복지제도의 확립(1960년대 초반)과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
- 고용이 복지를 대체
- 고령자 중심의 복지제도(연금, 의료가 사회지출의 60%)
○ 혁신지자체 운동과 사회복지의 확충
- 혁신 지자체의 복지 확충(고령자 의료 무상화)
- 복지 원년 선언(고령자 의료 무상화, 의료보험 3할 부담, 고액 의료비 지원, 연금, 아
동수당 확대)
○ 오일 쇼크와 복지 지출 억제
- 재정균형과 사회복지제도 억제
○ 성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복지체제의 강화: 일본형 복지사회
- 제3호 피보험자 도입(공무원과 샐러리맨 배우자의 우대)
- 세대 단위 세금 부과 속에 배우자 공제 확대
- 1980년대초 남성부양자 가족을 중시하는 정책 실시(남유럽과 다른 가족주의의 제도
화 경로)
○ 재분배(재량적) 정책
- 지방의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유통업, 건설업)
- 공공사업을 통한 지방의 고용유지(농촌지역의 겸업 비율이 높음)
<그림 2> 공공사업의 도시권 비율

출처: 井堀・⼟井（199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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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사회변화와 복지체제의 변화
1.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 버블경제 붕괴이후 장기불황: 잃어버린20년?(소득, 정부부채)
○ 기업관행과 고용환경의 변화
- 경제단체가 노동시장 규제완화 주도(국제파와 국내파의 논쟁)
- 자민당 정권도 적극적인 규제완화 추진 → 고용레짐의 축소
○ 가족구조의 변화(표준세대 → 단신세대) → 가족 복지기능의 쇠퇴
⇒ 공적 복지의 기능적 대체물의 쇠퇴

2. 사회적 배제 계층의 표면화
○ 아동: 부의 대물림(令和3年 ⼦供の⽣活状況調査の分析 報告書)
○ 여성: 성역할분담 의식이 강한 속에 높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결혼 후는 가계보조
적 수입원
<그림 3> 남녀 비정규 고용 비율의 추이

출처: 노동력조사, JI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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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학진학율 50%, 학비대출(장학금, 40%)의 반환 어려움, 대졸취업자의 30%가
3년내에 이직
○ 고령자: 연금제도의 유명무실화(지역가입자 5만5천엔, 직장가입 14만7천엔)
↔ 생활보호대상자(약 13만엔)

Ⅲ. 아베 정권의 개혁 정책
1. 일본의 정치구조
○ 자민당의 정책 노선
- 기업활력 중시: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 정책
- 전통적 가족관계 중시: 여성의 노동 참가를 주장하면서도 성역할 분담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미흡 ex)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자민당 반대
- 온정주의적 분배정책: 지역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분(중대선거구제에 따른 이익유도정
치)
○ 민주당 정책 노선(자민당에 반대하는 정당의 이합집산)
- 온정주의적 분배정책 개혁을 위한 신자유주의
- 구 사회당 계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민주의
- 자민당을 대체하는 온정주의적 분배정책

2. 아베노믹스
- 1기 아베노믹스(금융정책, 재정확대, 성장전략): 친기업적 정책
- 신아베노믹스(1억총활약 사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 1기에서 2기로의 전환이 발전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
⇒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전환×
⇒ 아베노믹스는 기존 지지세력을 포괄하는 정책에 불과(평화헌법 개정 등 외교정책
안보화라는 주요 정책 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외연 확장 시도)

3. 일하는 방식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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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① (장시간 노동 억제)
- 장시간 노동의 억제. 지금까지 특별조항으로 유명무실했던 법적 상한 노동시간에 대
해 원칙적으로 월45시간까지 초과노동을 제한
- 예외적으로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연간 720시간, 복수 월평균 80시간까지 가능하고
1개월100시간 미만까지 가능
- 중소기업의 월60시간을 초과하는 할증 임금율(50%이상)의 적용 유예 조치 폐지. 유
급휴가를 10일 이상 부여받는 노동자는 그중 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
- 근무 사이의 인터벌 제도의 도입과 촉진(사업주는 전날의 종업시각과 다음 날의 시업
시각 사이에 일정 시간의 휴식 확보를 위한 노력)
- 특정 고도전문 업무와 성과형 노동제(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 핵심내용②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공정한 처우)
- 정규직 노동자에 비교하여 단시간 노동자와 유기계약 노동자를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
하는 방식을 해당 처우의 성질과 목적을 고려해 판단할 것(기본급 포함).
→ 기업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일본형 동일노동 동일임금)
- 단시간 노동자, 유기계약 노동자, 파견노동자에 관해 정규직 노동자와의 처우 차이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입증책임은 노동자,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의무)
⇒ 한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4. 일본 노동정치의 특징과 변화
○ 정책과정
- 한 회기에 쟁점이 되는 두개의 노동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는 관행
→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 과정은 파격적
- 기존의 노동정책 과정을 형해화(행정부 주도)
→ 노동정책 3자구성 원칙의 훼손 → 렌고의 책임 or 성과?
○ 법 내용
- 기본적인 기업이익 추구를 위한 조치에 조금의 규제강화를 넣은 것에 불과(浅倉
2020)
- 기업주의적 노동시장을 시장주의적 방법으로 개혁하려는 시도에서 전환（濱⼝ 2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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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에서 일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 특수론에 대한 평가
○ 특수적이지 않는 사회가 존재하는가?
- 종래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시스템 기능부전이라는 보편적 현상(긱 경제의 보편화와
기존 생활보장 체제의 기능부전)
-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보면, 더딘 일본 정책 변화
ex) 고령자 정년 연장1986년에 60세 정년 노력의무로 시작해서 2011년에 65세 정
년, 2021년부터는 70세 취업기회 제공 노력의무
- 반면, 급격한 사회변화(아웃컴)는 보이지 않음
ex) 출산율, 대학진학율
⇒ 변화에 뒤쳐짐? 안정적?
○ 일본 고용시스템 재편의 방향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어려운 점(차별금지의 구조적 한계)
→ 직무급 전환이 어려운 이유(기업별 임금 협상 구조와 전환배치가 자유로운 인사관
리 속에서 직무급 전환의 어려움, 마지막 표 참조)
- 한정적 정사원（濱⼝ 2009） 등 다양한 선택지의 검토
⇒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의 특성과 역사적 경로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특수론으로 파악했을 때 그 국가를 분석할 이유가 존재하는가?
⇒ 급하게 정책 아웃풋의 변화로 아웃컴의 변화를 이끌어 낼 때의 위험성(다양성의
훼손 위험, 제도 변화에 대한 백러쉬 발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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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件等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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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滋地区私⽴⼤学・短期⼤学労働

[별첨] 교토시가지구 사립대학 교직원노동조합 자료
19개 대학 중 호봉표에 연령 명시인 대학이 10개
모델임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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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한국에서 일본 노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정혜윤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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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노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정혜윤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부가 되고 생각거리가 많은 좋은 발제에 감사!!!

1. 일본특수론이 제기된 배경
○ 발제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일본 사회와 발제자의 논의 맥락이 궁금
- 일본적 노사관계, 일본적 고용체제, 일본적 포퓰리즘 등등 일본에서 ‘일본적(⽇本的)
~ ’이란 조어 多
vs 한국은 (서구) 이론·모델에 비추어 한국을 설명, 일본만큼 ‘한국식~’ 조어 사용은
少 ?
○ 일본이란 사회가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에서 한국과 차이?
- 한국은 모델과 목표를 설정하고 빠른 전환 시도 vs 일본은 기존 사회·제도에 맞추어
자신들 방식을 만들면서 ‘일본적’ 해법을 모색?

2. 한국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정치과정)의 차이가 정책 효과(사회 변화)
의 차이
- 한국의 경우 법제도의 변화는 빠르지만, 과연 제도 효과,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 창조적 파괴·혁신적 발전이 필요한 기술발전에서 한국적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나
노사의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율이 필요한 노동문제에서도 가능한
지 의문

ex1) 정년제도
한국은 60세 정년제를 2013년에 입법, 2016(2007)년부터 실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
한 행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결정으로 주체 수용성 결여(기업은 정년연장 反,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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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피제 反) vs 일본은 3~40년에 걸친 노사 간 합의의 점진적 과정(노력의무-단계적
고용의무화-의무화)
○ 노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느린 과정이 결국 제도효과의 차이로?
규범력 없는 한국의 60세 정년제도

규범력 있는 일본의 65세 정년제도

- 대기업은 2016년부터 90%이상 60세 정년제를 실
시, 공공부문 제외 실제 고용연장으로 이어지는지
의문
- 중소기업은 정년제도 자체 미도입한 사업장이 80%에
가까움(2019)
-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이 전체 평균
49.4세,(통계청, 2020.7.28.)

-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취한 기업이 중소기업 포함 모든 기업
에서 99.9%(厚⽣労働省. 2021.1.8.))
- 70세 이상에도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한 비율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음.
- 종신고용의 시대가 끝났다 해도 한국 대비 정규직 진입자의 정
년까지의 고융 비율 유지가 높음 (근속연수 20~30년)
- “대졸자 정규직이 젊은 시기에 입사해 동일기업에 근무하는 비
율이 감소추세이나 대졸 정규직은 50%, 고졸정규직은 30%”
(厚⽣労働省職業安定局, 2016)

[그림 1] 한국의 연도별 300인 미만 사업체 정년제 운영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출처: 정혜윤·박명준·홍종윤(2020),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개선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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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2] 일본의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실시상황

출처: 厚⽣労働省(2021.1.8.), 「令和2年「⾼年齢者の雇⽤状況」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Press Release』, p.3.

ex2) 문재인 행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빠른 선언, 공공부문 일부, 다양한 사
업장에서 문제 발생, 정권교체로 상황 변화) vs 아베수상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유럽처
럼 직무급제 및 산업별 횡단적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개선이 어려우나, 부분적 규범
으로 작동?)
ex3) 한국의 최저임금(이해관계자 조율 없는 빠른 인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종속적 자
영업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최저임금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도
빠르게)
○ 합의적(혹은 보수적)정책결정의 일본 vs 기존 이해관계자(당파성 가진 이들)는 기득권
(적폐)로 규정, 이들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민주적?, 정책
효과는?)

3. 일본(노동)에 대한 무관심 혹은 폄하에서 벗어나 더 많은 논의를 희망
하며
○ 도요타모델, 일본적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도 한때, 지금은 일본 전반에 관심이 희박
- 혹은 한국의 강한 운동성과 대비해 무시, 일부 제도 단면적 논의(맥락과 배경에 무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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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제도 내 행위자가 되면 상대적 온건화 경향은 불가피
- (한국)사회운동의 구호는 이론적이고 도식적, 현실 개혁을 위한 정치적 힘의 조직화나
현실적 제약 속에 실현 가능한 개혁대안에는 취약, 운동의 방향은 급진적일 수 있어
도 결국 이것이 만들어내는 내용은 급진적인 것과 거리가 멀 수 있음
○ 노동이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한국 vs 노동이 약해도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제도 내
행위자로 자리 잡은 일본의 노동. 양자 간 차이는 상당함
- 일본이 보수적으로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고 노동이 민주주의에서 기능하는지 주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적 대화, 복수노조, 인구고령화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음)
○ 전면적 개혁이 아니라 자체적·일본적(?)으로 개선해가는 과정, 방식을 참고
- 한국은 북유럽, 서유럽형 복지국가(사민주의)가 가능? 그래도 노동시장 일부 제도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사례는 많은 참고가 될 것.

ex) “한국노동운동이 기업별 노조라 안된다, 제대로 된 산별도 아니다”를 넘어서 일본의
기업별이라도 노사관계에서 느슨한 형태의 거시적 조율이 일부 작동하는지 참고
ex) 기업별 노사협력(이것이 노조인가하는 비판 有)이 가능한 일본 강점에 관심을 vs 한
국은 노사 쌍방 신뢰가 없기에 협력게임이 불가능(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인구고령화,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제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

∴ 일본사례, 제도와 이를 만들어가는 행위자들의 조율 과정에 대해 더 많은 논의·소개
를!

15

참고문헌
정혜윤·박명준·홍종윤(2020),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노총중앙연
구원.
厚⽣労働省職業安定局(2016.6.29), 「我が国の構造問題・雇⽤慣⾏等について」, 『雇⽤政策
研究会 第３回資料』.
厚⽣労働省(2021.1.8.),

「令和2年「⾼年齢者の雇⽤状況」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Press Release』.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年齢者の雇⽤に関する調査（企業調査）』 , No.198.

16

토론 2.

갈라파고스의 거북이가
행복하려면
김영민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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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의 거북이가
행복하려면
김영민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1. 채용 관행과 공정의 사례
- 흔히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고용 관행이라고 지적한
다.
- 이러한 방식은 비단 대기업만의 관행은 아니다. 큰 조직에서 사람을 뽑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한국사회에서 작동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채용
은 아니지만 사법고시, 의대 입시에서도 유사하다.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들어온 순서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 등 처우가 연
공성이 강하게 부여된다.
- 이러한 채용 관행이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며, 내부 조직 위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은 꾸
준히 있어 왔고, 이를 바꾸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왔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나
입학사정관제도나 의학전문대학원, 임기제 공무원의 확대 등이 그러한 시도들이다.
-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제도들은 상류층만이 들어갈 수 있는 뒷문으로 쓰이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시험점수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사회적인 힘을 얻
고 있다. 문제는 학생부종합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여 수능 100%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 시험점수라는 하나의 지표로 선발할 때 사회적 대물림은
시험점수로 은폐될 뿐이라는 점이다.
- 과거 박근혜 정권 시기에 성과주의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했던 바가 있다. 관리자의 평가와 주변의 평판에 근거하여 능력이 측정
(평가)되는 문화가 낯설고 이러한 측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인프라가 부족한 조건
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원래 의도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를 할당제의 방식으로 적
극적인 차별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하는 것은 격렬한 백래시를 겪으면서 어려워졌다
고 하겠다.
- 이렇듯 중심부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은 사회적 공정도 평등
도 효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는 여전히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쟁이
며, 이내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장기적 지속 불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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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미디어 산업의 사례 – 갈라파고스적 노동 환경과 K-드라마의 글
로벌 진출
- 견고한 성채 안에 진입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과 성채 밖의 정글과도 같은 상태가 한
국의 노동시장이라고 한다면, 방송 미디어 산업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드라마 촬영에 투입되는 스태프들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는커녕 업무위탁이라는 미명
아래 프리랜서 취급당하고 촬영시간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간신히 지킬까
말까이고, 연장근로 제한(주12시간)을 기준으로는 위법이 아닌 경우를 찾기가 어렵
다. 하청업체처럼 투입되는 미술·소품·의상 분야 스태프들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도
52시간 꽉 채운 촬영을 하고도 촬영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 준비 업무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은 덤이다.
- 이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 플랫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일례로
미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에 비해서 한국 드라마 제작비는 5분의 1, 10분의 1 수준
이며, 이러한 제작비조차도 OTT로 인해서 스타 배우들의 출연료가 급등한 상황을
감안하면 스태프들의 처우는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치 열악한 처우와 장시
간 노동이 표준이 되어 있는 한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지만, 여기에 글로벌 OTT를
계기로 해당 컨텐츠가 성공하게 되면 글로벌한 수익을 얻게 되는 상황은 노동 환경
과 자본의 수익 사이의 괴리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 드라마처럼 완전히 기업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는 무수한 개인들이 열정페이와 자
기착취로 수많은 컨텐츠가 쏟아진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는 무수한 컨텐츠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중에서 극소수는 운 좋게도 대중의 선택을 받아서 상당한 수익
을 내거나, 혹은 보다 거대한 채널에서 이를 포섭하거나 표절해간다. 이러한 컨텐츠
를 만드는 이들 대다수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 노동의 결과나 가치는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생산되어서 소비되기 전까지는 그 성공을 알 수가 없는
시장의 특성 위에서 오히려 그러한 수익이 나지 않을 무수한 시도들을 조장하는 것
이 지금의 콘텐츠 산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 추가 생산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적은 문화산업의 특성상 성공하게 되면 수익비는 급
격히 높아진다.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시도와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
기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들을 감안하면 이는 마치 도박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유연한 또는 무규칙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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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은 극단적인 무한 경쟁을 강제한다. 어떻게든 단 한 번
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OTT나 유튜브와 같은 환경을 중
심으로 세계화된 산업의 공간은 극심한 승자독식의 결과를 극대화하고 정당화한다.
국내 노동법은 지키지 않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익은 극대화하는 비겁한 글로벌 경
쟁이다.

3. 갈라파고스적인가라는 질문의 목적
-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을 살펴보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에서 공통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연공서열식 임금구조, 대규모 공채 방식의 선발 관행, 기
업별 복지 체계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공통점으로 많이 거론
된다.
- 반면에 차이도 존재한다. 경제규모의 차이를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일본에 비해서 한
국이 훨씬 대기업 중심, 서울 중심의 산업 구조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서 특히 심각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의 측면에서도 심각하다고 지
적된다.
- 한국 또는 일본이 갈라파고스적인 사회 제도나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질문 자체에 목적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 세계적인 통용이 필요한 어떤 기술 표준이나 제도적 표준에 대한 것이라면 갈라파고
스화되는 것 자체만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거나,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적
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후·고립·도태의 의미가 함께 동반된다.
- 그러나 한국 사회는 흔히 어떤 제도가 세계적인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
로 너무 쉽게 이를 낙후한 것으로 여긴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제도 자체
의 개혁 필요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밖에 없는 제도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양상
이다.
- 당연하게도 노동시장 제도가 갈라파고스적인지를 따지는 것은 세계화의 영향이다. 자
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조건에서 갈라파고스화된 노동시장 제도는 그 자체
로 자본의 유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개선할 대상이 된다. 세계화의 황혼이라는 말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가치 판단
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갈라파고스적이더라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
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과 관련된 수많은 국제 비교들은 이
러한 보다 나은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세계적 표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의 수
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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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은
갈라파고스적인가?“에 대한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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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은
갈라파고스적인가?“에 대한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갈라파고스 증후군
- 기술과 서비스, 제품이 ‘지역’시장에 특화되어 발전되면서 점차 국제 표준과 규격, 세
계시장에 맞지 않게 되고, 결국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나쓰
노 다케시(2007), <일본 무선 전화시장 보고서>)
- 잴라파고스(Jalapagos) = Japan + Galapagos
-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약 1,000km 떨어진 섬의 무리
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른 대륙의 생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진화한 특이
한 종인 ‘고유종(固有種)’을 발견. 다케시는 이 ‘고유종’이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일본
제품의 형태와 같다고 보았음
○ 몇 가지 사례

인건비
절감

대기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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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참고: https://m.cafe.daum.net/ok1221/9Zdf/2154743?listURI=%2Fok1221%2F9Zdf

○ 1835년 찰스 다윈과 2022년 안주영 교수
- 비글호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 방문. 한 달간 머물면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동물이
진화해 가는가?” 질문 탐구. 진화론의 영감 확보.
- 한국 출신으로 일본에 머물며 연구하면서 “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은 갈라파고스적
인가?” 질문 탐구. ________의 영감 확보.

○ 시기별 일본 노동시장 및 고용관행 변화
1. 전후
- 종신고용, 연공서열 중심 내부노동시장 중시형 고용시스템

2. 버블경제 붕괴 후
-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형태 다양화·탄력화 진행. 외부노동시장 중시형 고용시
스템(← 실업률 및 장기실업 증가, 이직률 증가, 정규고용의 감소와 비정규고
용의 증가 지속에 따른)
-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쇄신. 고용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른 정규고용의 감
소와 취업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 확대
- 연공급 및 정기승급의 억제, 성과·업적주의 확산

3. 2010년 이후
- 고용시스템: 내부노동시장 중시형 + 외부노동시장 적극 활용형 결합(← 청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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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증가, 노동력 부족, 기능전수 등의 사회적 문제로 등장에 따른 반성).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내부노동시장 중시형 인재관리 + 전문성 높은 직종 및 인재
에 한해 중도채용(경력직) 적극 활용
- 임금체계: 연령·근속급 vs. 역할·직무급

○ 갈라파고스의 개념?
- 진화론: 생물종의 다양성
- 경제학: 독자 표준(기술-서비스-제품 등) 고수 →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립
- 노동시장에서는? 사회복지에서는?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정치에서는?
- 발표자가 연구 질문에서 “....갈라파고스적인가?”를 포함함으로써 논증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특수한’ 것과, ‘갈라파고스적’인 것의 차이는?
- 다케시가 말한 ‘고유종’은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지? 특정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호봉제’(경직된 임금구조?)도 갈
라파고스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 Contextualized comparison(Locke & Thelen, 1995): 상호 연관되고
일정기간 지속되는 제도 및 행위자 요인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비교연구 필
요

○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간 상호관계?
- 연령과 근속연수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적 노동관계가 개별 노동자의 능력 형
성 및 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별주의적 노동관계로의 변화 지속
- 또한 기업별 노사관계 지속적으로 유지. 실적 좋은 기업은 임금인상.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사업 계속과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교섭/협의.
- 이를 염두에 둘 때, 기업 지불능력 차이를 전제한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관계
의 개별화 확산은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내 불평등 구조
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한 일본 내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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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되었던 파트타임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조직률 증가. 이러
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자료: 후생노동성(2020), 노동조합기초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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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54차 노동포럼
□ 포럼 개요
* 주제
: 불안정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장소
: 2022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바실리오홀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홍대입구역)

□ 프로그램
시간

발표 토론

13:40 ~ 14:00

등록
<사 회>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 표>
14:00 ~ 14:50

1. 플랫폼노동자의 직업능력향상과 교육훈련 검토(가제)
-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플랫폼노동자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 검토(가제)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휴 식(14:50~15:00)
<토 론>
15:00 ~ 15:30

1. 권혜원 l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김영민 l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3. 미 정 l 추가 예정

15:30 ~ 16:00

통합토론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9, klsiforum@gmail.com)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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