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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머리말

 세계 으로 생활임 에 한 심이 높다. 인터넷 구 (google) 검색결과 living 
wage(생활임 )’ 련 내용이 약 1,400만 개가 넘는다. ‘minimum wage(최 임 )’이 3,700
만 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생활임 인가. 국제

노동기구나 유럽연합에서 임  해소 정책으로 법정최 임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 이 사회  논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학술  차원에서 생활임 이 간헐 으로 소개된 바는 있으나, 정부( 앙․지방)

의 임 정책으로 생활임 이 논의되거나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자

체를 심으로 조례나 정책으로 생활임 이 제도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사회  심이 높

아졌다. 특히 미국과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 제도는, 유사한 시장경제와 노사

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이 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 으로서 생활임 은 보통명사 다. 그런데 

생활임 이 제도화되면서 고유명사화 되었다. 미국과 국은 생활임 을 ‘노동자가 자신

의 부양가족을 해 기본 인 욕구를 포함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임 ’이며, ‘ 정한 수

의 보온과 주거,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 사회통합, 소득자와 부양가족이 만성  스트 스

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 의 임 ’으로 정의한다. 그간의 생활임  연구들과 논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생활임 의 근본 인 목표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즉 보편

 인권을 향유할 정도의 기본 인 욕구를 보장하는 정도의 ‘ 한 수 의 생활임

(decent living wage)’으로서 가능한가? 아니면 최 임 과 어떤 차이 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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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임 의 용 상은 구이며, 설정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구체 으

로 기본 인 욕구는 무엇이고, 생활의 필수  요소와 기 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문화  

습 인 내용까지 포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더불어 개인 인 축이 차지하고 있

는 비 을 어느 정도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다.
셋째, 생활임 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빈곤, 그리고 임  해소에 기여했는가? 한 실

질 으로 반 인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임 )을 향상시켰는가? 를 들면 공공부문 직

고용 종사자만이 아니라, 계약업체  력업체(third party suppliers), 정부 보조 기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간부문까지 포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생활임 과 련된 쟁 과 문제 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시민

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사회운동  성격으로 제기한 생활임 이 조례와 정책으

로 반 된 성과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은 생활임  도입과 논의 배경, 진행 

과정  쟁 , 그리고 향후 과제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왜 생활임금이었나? 논의 배경과 진행 과정

재의 생활임  논의는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지역 내 다양한 시민

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운 하는 발티모리안(BUILD)이라는 커뮤니티 연합단체가 공무원

노조(ASCME)와 연 하면서 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다.1) 볼티모어시의 생활임 운동

이 조례 시행(1995.7)으로 제도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워키, 보스턴, 로스앤젤 스, 시애

틀, 뉴욕시, 지시티, 포틀랜드 등으로 확산되었고, 불과 5년 만인 2000년까지 22개 지역

으로 확 되었다(Adams and Neumark, 2005: 32). 미국 생활임 운동은, 연방과 주 최 임

 인상이 기업의 반 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 임 과는 

다른 새로운 안으로 ‘생활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재는 생활임 계산기

(Living Wage Calculato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별 생활임  상황과 수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 생활임  논의는 2001년 런던에서 활동하는 시민, 종교, 이주, 노동단체 등이 참가

하는 런던 시티즌(London Citizen)이라는 연합단체가 미국 발티모리안과 자매단체가 되면

서 본격화되었고, 버 엄, 뉴캐슬, 카디 와 같은 지역에서도 생활임 을 책정하고 있다. 

1) 미국과 볼티모어시의 생활임  련 주요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livingwage.mit.edu, 
http://www.dllr.maryland.gov/labor/prev/livingwag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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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런던시는 생활임 을 공식 설정하고 시 산하 기구(GLA)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런던 소재 앙정부 기구에도 생활임 을 도입하도록 앙정부에 요구하

고 있다.2) 런던은 생활임  정책 지지를 해 런던시티즌이 설립한 생활임 재단(LWF, 
2011.5)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원회(LWC)를 통해 자문회의도 개최하며, 생활임  

기업인증제, 생활임  주간 지정 활동 등 상 으로 생활임 운동이 활성화된 곳이다.
미국과 국 이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생활임 이 논의․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에서도 생활임 이 본격 으로 논의되고 있다.3) 물론 각 나라별로 

생활임 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도 시행은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노동단

체의 참여로 시작되어, 차 공공부문의 임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주, 
시) 단체장 선거에 맞추어 제안되었다가, 조례와 정책(행정명령)으로 생활임 이 제도화

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미국 생활임 운동이 성공한 곳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한 노력들이 시도되었지만 지방정부와 의회 등의 거부로 무산된 곳들도 있다. 
이처럼 생활임 은 정부 정책 주도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심이 되어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생활임 이 처음

으로 시작된 미국이나 국을 보면 199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  배

경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화 기 임 과 착취노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고, 생활임 은 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하나로 

제시되었다. 국은 1870년  산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한 과정에서 표면화되었

고, 미국은 1886년 미국노동총연맹(AFL) 설립 시기부터 생활임 을 강조했다(Swarts and 
Vasi, 2011; Wills and Linneker, 2012). 

그 후 생활임 운동은 최 임 운동을 태동시켰고 이후 두 운동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연계되었으며, 이는 1912년부터 제정된 미국의 각 주별 최 임 법에 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 임 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의도와 달리 노동자 권리로서 생활임 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때문에 1920년 를 지나면서 최 임 과 생활임 의 연계는 

약화되었고, 최 임 운동은 생활임 이 아니라 공정임 의 개념을 심으로 개되었

고, 생활임 은 더 이상 효과 인 담론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김진희, 2014). 한국도 기 

노동단체들을 심으로 생활임 에 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높았으나, 최 임 법이 제

정된 1990년  이후부터는 생활임 보다는 최 임 이 주요 임 제도로 인식되었다.4)

2) 국 생활임  련 주요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livingwage.org.uk, http://www.london. 
gov.uk/mayor/economic_unit/workstreams/living-wage.jsp

3) 한국 생활임 도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극 으로 지방정부 공공정책의 하나로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나 국과 달리 한국은 생활임 운동에 종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일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논의과정 없이 단체장 실 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곳들도 있다.

4) 과거 한국노총 출범 기 강령(1962)에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수호하고, 생활수 의 향상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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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19세기 생활임 이 20세기와 21세기를 지나오면서 다시 새롭게 부각된 것은 

1980년  반의 경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국과 미국은 1960년 부터 1970년  후

반까지 최 임  수 이 소비자물가 수 을 넘었으며, 3인 가족이 기 인 생활(빈곤선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 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최 임  상승이 물가상승 수 에 미

치지 못하는 ‘근로빈곤 계층’(워킹 푸어 working poor)이 증가했다. 한국 한 IMF 경제

기를 경험하면서 불안정 임  일자리들이 증가하면서 임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앙정부의 지방정부에 한 재정지원이 지속 으로 어들면서 민

화와 아웃소싱, 정리해고 등 다양한 구조조정과 비용 감 로그램이 지방정부에서 시

도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 내 다양한 분야에서 임  불안정 노동자들이 활용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 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지제도 축소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제  지원을 차단하는 결과를 래하여 근로빈곤층 증가로 이어졌다(Wills 
and Linneker, 2012). 

결국 오늘날 생활임 운동은 ‘어떤 임 이 필요한가?’에 한 사회  논쟁이며, 생활임

은 시장 심의 임 제도에 한 비 뿐 아니라, 최 임 제도의 불충분함에 한 문제

제기다.  미국과 국 등의 나라에서 생활임 운동이 정부가 보장하는 정 수 의 임

에  한 논의로 발 되었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심이 된 운동으로 발 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결합하면서, 최 임 이 한 생활수

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체하기 한 목 으로 제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Tilly, 2004; 김진희, 2014). 
물론 생활임 의 목 은 최 임 과 마찬가지로 임  노동자의 임 수 을 향상시

켜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최 임 으로는 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임  노동자들에게 최 임  이상의 

여, 즉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 의 임 을 지 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

제도의 핵심이다. 

다”(2항)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5년 강령에서는 “완 고용과 생활임 의 확보, 노동시간의 

단축을 지속 으로 추진한다”(3항)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총 강령(1995∼2015)에는 “생활임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5항)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노  

추구 목표 방향 선언문(1990.1.13)에서도 “노동자의 생활유지를 한 생활임  확보, 휴식과 문화생

활을 한 노동시간 단축‘(1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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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임금의 사회적 형성과 특징 그리고 쟁점

그 다면 미국, 국, 한국 등 생활임 을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고, 
제도화 과정의 일반 인 요인들은 무엇일까. 실제로 생활임 운동이 모두 성공 인 것만

은 아니라는 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단체장, 의회, 공무원, 사용자, 시민, 노동자)들의 

동의와 항의 형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나

라들의 사례를 보면  각 나라별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공통 을 갖는다.
첫째, 생활임 은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여 공공정책으로 제도화 성격을 지니며, 제한

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생활임 은 임 수 을 국가( 앙 

혹은 연방정부)가 결정한 최 임 수 보다 높은 수 으로 설정하여, 가구소득이 앙 

정부의 빈곤선 수 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활임 제도는 운동의 성공을 해 

제도시행의 ‘부정성’보다 ‘ 정성’이 강조되었고, 용 상이 지역 내 공공부문 사업장 

종사자들이거나 공공  성격( 학, 병원 등)으로 한정되어 다소 제한 이다. 넷째, 생활

임 제도는 체로 집행과 모니터링을 한  다양한 기구(재단, 원회, 기구, 회의체)들
이 지역사회의 공공 거버 스 형태로 형성 운 된다.

<표 1> 주요 나라별 생활임  제도화  유형 비교

지표 미국 국 한국

제도

운동

성격

제도화
조례 혹은 행정명령

생활임 기구 구성

행정명령

생활임 재단 구성

조례 혹은 행정명령

생활임 원회

용 상

공공 직 고용(○)

공공 계약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

공공 직 고용(○)

공공 계약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

공공 직 고용(○)

공공 계약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

운동 주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 공공정책 → 시민사회&

공공 거버 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 공공정책 → 시민사회&

공공 거버 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결합 

→ 공공정책 주도

생활

임

설정

임  수
지역별 다양

(최 임 과 3달러 차이)

런던과 런던 이외 지역

(최 임 과 2 운드 차이)

지역별 다양

(최 임 과 1천 원 차이)

산정 기
지출 생활비용 고려

가구원 수 고려

지출 생활비용 소득 고려

가구원 수 고려
도시 물가 반

가구원 수 다양한 가구 다양한 가구 (실질 ) 1인 노동자

주:각 나라별, 지역별 생활임 은 ‘임 설정 방법’(최 임  → 빈곤선 → 생활임 )과 생활임  ‘측정 구성항목’(식료

품, 보육, 의료, 주거, 교통, 기타)을 통해 논의 시 별 정치  상황과 흐름을 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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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각 국가나 지역별로 생활임 이 도입된 곳들에서는 여타 지역이나 인근 지역으

로 생활임 이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것은 생활임 운동단체들이 략 으로 성

공 모델과 사례들을 타 지역으로 확 하는 계획 때문이다. 이는 선거에 향을 받을 수밖

에 없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요구(voice)를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이 

반 된 것이다. 물론 생활임 운동은 기에 타 지역으로 속한 확  상을 보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소 정체 상을 보인다. 

사실 미국(볼티모어)이나 국(런던), 한국(서울)의 생활임  논의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니셔티 를 갖고 추진한 운동  성격이 강했다. 생활임 운동은 지역사회의 빈곤과 일

자리, 그리고 경제  차원에 일차 인 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생활임  용 상도 

지방정부의 직 고용 종사자뿐 아니라, 계약  조달 그리고 보조기업까지 확 해야 한

다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들은 생활임  도입을 둘러싸고 증가하는 재정

(소요 산, 세  부담), 기존 법률과의 충돌, 민간 시장 침해(법제도, 공공조달 계약, 자율

 노동시장 침해 등) 문제와 같은 도입의 부정  요인들을 제기했다.
실제로 각 국가나 지역에서 생활임  논의 기에 지체되거나 실패한 곳들은 이런 이

유 때문이다. 생활임 이 제도화되지 못한 곳들은 체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의회의 논의 이 에 좌 된 경우(상  련 법 충돌, 단체장 거부)이며, 다른 하나

는 의회의 공식 인 논의과정에서 좌 된 경우(기각, 시장 거부, 법안 철회․ 기, 부결 

등)로 유형화된다.5) 이런 이유로 생활임  논의 기에는 용 상을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곳들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생활임 을 도입한 도시들에서는 용 상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생활임  도입 기 5년 사이 22개 

지역 사례를 보면, 생활임  용 상은 △지방정부가 고용한 노동자, △지방정부와 계약

을 맺고 있는 기업 노동자, △정부로부터 세 감면  우 나 기업보조를 받고 있는 기업 

노동자 등 세 가지 형태  지방정부와 계약한 노동자에게만 용한 곳이 체의 반가

량 된다. 지방정부가 생활임 을 직간 인 모든 노동자에게 용한 곳은 체의 10분
의 1 수 인 2곳에 불과했다. 미국이나 국의 생활임 운동 사례를 보면 체로 지역 내 

학과 병원 등으로 생활임 운동이 확 되었다.

5) 기 생활임  논의 과정을 보면 미국은 의회 논의 이 에 상 법 충돌(헌법, 주법)로 좌 된 사례(3
곳)보다 의회 공식 논의 과정에서 좌 된 사례(18곳: 의회 기각  부결, 투표 우선권 확보 실패, 시
장의 거부권 행사, 법 철회․ 기․폐지 등)가 더 많았다(Adams and Neumark, 2005: 33). 반면 한국

은 기 상 법 충돌(계약조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문제와 단체장 권한 침해로 기 좌 된 

후 수용된 사례(경기도, 경기 부천)와 기부터 단체장 거부의사로 논의가 좌 된 사례(서울 25개 

자치구  강남, 서 , 송 , 구, 진, 랑, 등포)로 구분된다(김종진, 20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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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생활임  도입 기 5년간의 용 상과 범 (1995.7∼2000.9)

(단 : 지역 수)

주 :생활임  용 상의 확장성이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San Jose), 오하이오의 톨 도(Toledo)인데, 이들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노동자, 정부로부터 기업보조를 받고 있는 기업 노동자, 지방정부가 고용한 노

동자 모두에게 생활임 을 용하도록 조례 규정했음. 2001년 이후 미국의 클리블랜드(Cleveland), 로체스터(Rochester) 

등에서도 생활임  용 상이 넓어진 곳들이 있음. 생활임  조례 도입 기(1995∼2000년) 해당 지역 바로 인근

지역에 생활임 제가 도입된 곳은 9곳이고 도입하지 않은 곳은 13곳임.

자료 : Adams and Neumark(2005: 32) 재구성.

결국 생활임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쟁 은 ‘자원’(재정과 임 수 )과 ‘시장’(공공에

서 민간 역으로의 확 )이라는 핵심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부다. 때문에 생활

임 운동단체들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의 보조 을 받는 기업에 

제한 으로 용되는 ‘생활임 ’ 략을 통해, 제도 도입에 반 하는 이해 계자의 수를 

이고,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애 의 목표 로 특정 노동자 집

단의 임 을 끌어올린 후, 다시 체 인 소득 노동자의 임 수 을 상승시키는 략

 선택을 택한 것이다.
한국 한 생활임 이 제도화된 곳들을 보면 생활임  용 상과 액을 둘러싸고 

그 한계와 문제 들이 제기되었다. 를 들면, 지자체 간 고용 비정규직을 직 고용으로 

환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임 만을 의도 으로 도입한 곳이 부분이다. 한 거의 

부분의 생활임  용 상에서 간 고용 비정규직이나 민간 탁, 조달, 정부 보조 사업체

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생활임  수  자체도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 임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 의 임 ”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생활임  제도화 과정에서 반 자들은 생활임  도입으로 오히려 공공과 민간의 

임 격차가 발생한다거나, 시장 자율  임 결정에 부정  환경이 조성되고, 임  상승으

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  부담을 높여 오히려 임  노동자들의 량 자체가 어 고

용(실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든다. 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감소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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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의 서비스 축소로 연결되어 시민의 불편함이 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임  주장․지지자들은 생활임 이 체 지방정부 산  큰 규모도 아니며, 오히

려 임  상승으로 이직 감소와 직무 만족 등에 향을 미쳐 장기 으로는 정  측면

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
생활임 을 도입한 도시와 도입하지 않은 도시, 생활임  조례가 통과된 곳과 통과되

지 못한 곳, 생활임 을 용받는 노동자와 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한 비교연구 결

과를 보면 정  요인 효과가 더 많다는 결과가 있다. 를 들면 생활임 을 용받는 

곳의 노동자들은 임  상승으로 이직이나 결근이 었고, 해당 지역 임  노동자의 고

용 수 에 큰 차이가 없어 실업과 같은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고, 빈곤율에서 상당한 

정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이 과정에서 생활임 운동이 성공 으로 안착된 곳들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

룹들이 공유하는 이해 계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임 은 △지역사회 일자리

와 경제, 빈곤, 불평등(지역단체), △윤리  목 과 가치 실 (종교단체), △공공부문 일자

리와 조직화 문제(노동단체)라는 다양한 문제가 하나의 의제로 묶여질 수 있어 가능했다.

Ⅳ. 맺음말:생활임금 확장 가능성과 과제

재 생활임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고 있는 곳은 임 불평등이 심각한 미식 자유

시장경제(LMEs) 국가들이지, 노조 조직률이 높고 사회  안 망이 잘 형성된 유럽식 조

정된 시장경제(CMEs) 국가들은 아니다. 미식 나라들에서 생활임 이 논의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 차원의 힘의 균형이 자본 심으로 이동하면서 임 불

평등이 가속화되고, 최 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야 한다.
이제 생활임 은 “그 사회에서 어떤 임 이 필요한가?”의 근본  물음을 던진 것이다. 

생활임 은 가격으로서 시장에 맡겨진 임 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행당사자의 참여와 논

의 속에 인간다운 삶의 실 이 가능한 임 을 지향하는 것이다. 결국 생활임 은 시장결

정  임 제도의 사회  재구성이며, 노동정책의 새로운 안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6) 생활임  도입 이후의 효과성에 한 연구는 Adams and Neumark(2005), Fairris(2005), Lester(2011)를 

참조할 것. 생활임  용 받는 기업의 이윤폭(profit margin)은 생산비용의 10∼20%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되는데, 생활임  조례에 의한 임 증가는 체 생산비용의 2% 정도의 추정 결과(EPI, 2000)
도 있다. 한국( 역: 서울, 경기, 기 : 서울 성북, 노원, 부천)의 용 상만의 생활임  소요 비용은 

연간 1∼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김종진, 2014).



특집_13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것이다. 
그러나 생활임 이 꼭 그 사회의 빈곤과 임  해소 정책으로 성공 으로 귀결된 것

은 아니다. 각 나라별 지역별로 생활임  논의과정을 보면 어떤 곳은 논의 과정에서 도입 

자체가 좌 된 곳도 있고, 이미 도입된 곳들도 노동자들의 요구와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

는 수 에서 그 상과 폭이 제한 으로 실 된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

은 임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와 지역에서 최 임 의 보완  성격으로 유의미한 사례인 

듯하다. 
물론 몇 가지 쟁 은 남는다. 체로 생활임 이 인간다운 삶, 즉 안정된 생활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 (just pay)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괜찮은 임 (decent wage)은 

가 결정하는가? 한 성인 가구원  몇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노동시장이며, 가구 

내 부양 아동이 있다고 꼭 가정해야 하는가? 등의 쟁 들이 논의 기부터 재까지 남는 

질문이다.7) 이는 과거 미국과 국에서 생활임  논의가 임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  하나다.
때문에 생활임  주장․지지자들은 생활임  정의와 기 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객

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임  수 을 더 높이고 건강보험, 유 휴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용문제 내용들을 추가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미국보다 늦게 출발한 국에서 721개의 고용주(1,000개 이상의 사업체)들
이 생활임 에 참여한 것은 물론, 학과 병원 그리고 구 이나 네슬 , HSBC와 같은 민

간기업까지 확 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장성’에서 볼 때 유의미한 시사 을 다.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항목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

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생활임  논의는 노동의 가치를 고려한 임 이 아니라, 
최 임 을 결정하고 일을 시키는 실에 한 문제제기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과연 

생활임 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정한 임 ’으로 최

임  인상효과를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자리매

김할 수 있을지 지켜 야 할 문제다. 

7) 각 나라별로 생활임  제도화 과정의 주된 쟁 은 ‘노동시장 문제’(가구 내 일하는 사람, 아동 수)와 

‘생활임  수 의 설정 방법’(  측정 방법 : 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경제지표 활용 방법 : 단
임  계산 방법, 역사  비교방법, 상  소득 활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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