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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하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에서

는 해고가 자유롭다”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롭다”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제1위이다” 라는 등의 일반적 인식이 과연 미국 노동시장의 현실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해고가 자유롭다는 인식의 근거가 되는 “임의

고용 원칙”이 다양한 연방 및 주의 법률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1980

년대 이후 각주의 법원들이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잇달아 내놓으

면서 임의고용 원칙은 붕괴 직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롭다

는 주장 역시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는 신화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전체 이

직자의 약 40%가 해고나 공장폐쇄 등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이직이며 전체 이직자 가운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어 결코 노동이동이 자유롭

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다는 일반적 통념이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국의 근속기간, 

이직률, 고용탄력성 등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근속기간 및 이직률 면에서 한국의 노

동시장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비해 훨씬 활발한 노동이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또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고용탄력성을 비교해 본 결과 

1980년대까지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비해 경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1990년대가 되면 상당히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며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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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다양한 고용보호 정책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노

동시장의 유연성 및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하여 극히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 해고에 대한 규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에 관한 규제, 노동시간에 관한 규제, 

기타 각종 근로기준에 관한 규제 등 고용보호 정책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

는데 이러한 고용보호 정책에 대해 80년대 이후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신고전파적인 경쟁노동시장 모형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호에 관한 다양한 규제 전체

를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며 이는 자원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Addison and Teixeira, 2003). 즉 고용보호 정책은 노동시장의 균형 달성을 

저해함으로써 고용 감소, 실업 증가, 노무비 증가, 내부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외부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 조정속도의 저하, 노동의 합리적 배분의 저해, 일자리 창출의 

저해 등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만약 노동시장이 정보

의 불완전성, 노동이동의 불완전성, 수요독점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경

우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인 균형 달성은 불가능해진다. 이때 고용보호 입법은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줄여 줌으로써 노동자의 협력 촉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인

적 자본 투자의 촉진, 지나친 이직의 감소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밖에 노동시장의 제도적 조치 등에 

의해 노동비용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ddison and Teixera, 2003). 

이처럼 고용보호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예측이 엇갈림에 

따라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경험적 증거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노동

시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면에서 세계 최고인 나라

로 평가받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고 직장이동이 빈번하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분산적이며 사회복지 수준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해고비

용이 높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집중적이며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 그 결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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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국가들은 고실업과 경제성장의 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Blank and Freeman, 1994).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사회복지의 축소만이 경제성장과 실업 감소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OECD 국가들이 이

러한 처방에 따라 해고규제 완화, 사회복지 혜택의 축소, 노사관계 유연화 등의 정책

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

는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결국 성장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와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복지 혜택의 축소에 따

라 빈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 보호체제의 약화를 통해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침체를 치유하자는 주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약화

되고 있다 (Blank and Freeman,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그 성과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과 현실적 경험에 유의

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둘러싼 신화와 현실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의 노

동시장 유연성에 관해서는 광범한 신화가 존재한다. 흔히 미국의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서는 사장(boss)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종업원에게 ‘넌 해고

야!'(You are fired!) 하고 외치며 노동자는 이에 대해 항의 한 마디 변변히 못한 채 

그 즉시 보따리를 싸서 회사를 떠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러한 장면을 보는 사람들

은 “역시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라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갖게 된다. 문제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마저 미국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엄

한 분석도 없이 피상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믿

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성과가 좋다”든지 “한국

도 미국처럼 해고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비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신화는 다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직장이동의 

자유 신화”와 연결된다. 즉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로우며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는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미국

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과 한국 및 일본의 장기고용(=‘철밥통’) 체제를 비교하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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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도 직장이동이 자유롭도록 제도를 바꾸어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고용’ 체

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들이 과연 미국의 현실과 부합되는 것인가에 관한 엄 한 증거 

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인가? 과연 미

국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로우며 더 나아가 직장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

은 평가를 받는 것인가? 과연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비

교해서 더 높은 것인가?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지만 현실

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의 변천과 약화과정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

는 “미국은 직장이동이 자유로우며 자주 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

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직률, 해고율, 해고 후 재취업률, 이직에 따른 소득상실률 

등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며 특히 한국보

다 유연성이 높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고용탄력성 비교분석을 실시한

다. 

II. 미국은 과연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인가?

1. 임의고용 원칙과 그 변천과정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라는 인식은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다. 실제로 미

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포괄적

인 입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Grenig, 1991). 미국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그 어느 

쪽에서든 “언제든지, 어떤 사유로든,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도” (at anytime, for any or 

no reason, with or without notice)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Covington and Decker, 

2002).

‘임의고용원칙’ (employment-at-will doctrine)으로 알려져 있는 이 원칙은 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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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것처럼 미국의 초기 시대부터 적용되어 온 원칙은 아니며 19세기 후반에 비로

소 도입된 원칙이다.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부분의 법원들은 영국의 관

습법을 따르고 있었다. 중세 영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경우 고용주가 

적어도 1년 동안은 고용을 보장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기간 동안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노동자 법”(Statute of Laborers)이 존재하

였으며1) 미국의 법원들도 19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

다 (Covington and Decker, 2002; Kesselring and Pittman, 1993).2) 

그러나 이 원칙은 19세기 중반에 와서 미국 법원에서 포기되고 사용자들에게 보다 

큰 유연성을 주는 임의고용 원칙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1850년대부터 일부 주의 법

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대해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

리기 시작했다.3) 특히 1877년 출판된 호레이스 우드 (Horace G. Wood)의 책 “주인과 

하인”(Master and Servant)은 최초로 “임의고용”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후 미국 각급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에서 우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 종료에 있어 완전한 재량권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임의해고 원칙은 미국 법원에서 이미 확립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

실과는 다른 주장이었다 (Philips, 1992; Standler,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

들은 우드의 책을 증거로 들면서 고용주의 자의적 해고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초가 되면 임의고용 원칙은 미국 전체에 걸쳐 일반적인 규칙으

로 된다 (Philips, 1992). 특히 1908년 미 연방 대법원은 임의고용 원칙이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 원칙을 확

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Covington and Decker, 2002).

1) 이 법률은 14세기 중반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노동력 부족상태에 대응하기 위

해 입법된 것이라고 한다 (Covington and Decker, 2002). 만약 고용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는 다시 1년이 지난 후에야 해고가 가능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농사 일이 주된 

고용형태인 농업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 일부 논자들은 임의고용 원칙이 영국 관습법의 오랜 전통이며 미국 법원들은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임의고용 원칙의 근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컨대 Borstorff et al. (1997)을 보라.

3) Blaisdell v. Lewis (메인주, 1851), De Briar v. Minsturn (캘리포니아주, 1851), Hathaway v. 

Benett (뉴욕주, 1854), Prentiss v. Ledyard (위스컨신주, 1871), Orr v. Ward (일리노이주,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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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20년대 이후의 노동조합 운동의 진전, 1930년대 뉴딜 정책 하에서의 와

그너 법 입법(1935) 등에 의해 적어도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임의고용 원칙에 대

한 예외가 인정되었다. 또 1930-60년대에 걸친 다양한 입법에 의해 공정근로기준, 산

업안전, 연령차별, 퇴역군인 우대, 장애자 차별, 가족 및 육아휴직, 거짓말 탐지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 도입되었다. 특히 1964년 통

과된 민권법 (Civil Rights Act)에 따라 인종, 국적, 성별, 종교, 피부색 등에 따른 차별

이 금지됨으로써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입법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임의고용 원칙으로부터 보호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30% 정도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사용자의 자의

적인 해고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Borstorff et al., 1997).

그런데 1970년대 들어 일부 주의 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불법 해고’, ‘불공정 해고’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임의고용 원칙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80년대 들

어 이러한 움직임은 한층 거세어져 여러 주로 확산되었으며 90년대가 되면 거의 대

부분의 주의 법원에서 임의고용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해고 시 ‘공정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Walsh and Schwarz, 1996; Reynolds and 

Reynolds, 1995; Muhl, 2001; Levine, 1994). 2000년 10월 1일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임

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에 달

하고 있어 (Muhl, 2001), 이제 미국에서 임의고용 원칙은 “완화”(Abrams, 1999)나 “침

식”(Vickory, 1992; Levine, 1994)의 단계를 넘어서서 “죽어가고 있다”(Gillian, 1996)거

나 혹은 “사망 직전”(Ballam, 2000)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4)

아래에서는 미국의 임의고용원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원천, 즉 입

법, 단체협약, 그리고 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연방 및 주의 법률에 의한 임의고용 원칙의 제한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에서는 임의고용 원칙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연방 명문법률

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연방법률 및 주의 법률에 의해 임의고용 원칙은 제한받고 

4) 이들 표현들은 모두 각 논문제목에서 따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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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 이들 법률은 전체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주로 특정 그룹에 대

해, 특정 사유에 의한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들로서 그 초점은 

고용차별 금지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Haymes and Kleiner, 2001).

이들 법률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은 와그너법 (Wagner Act, 1935)과 민권법 

(Civil Rights Act, 1964)이다. 와그너법 (일명 전국노사관계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한 최초의 법률로서 노조 조직 활동가, 노조원, 노조 관련자들에 

대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회사 측이 “정당

한 사유”(just cause)를 제시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민권법은 성별, 인종, 종교, 민족,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

고 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임의고용 원칙

을 중대하게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은 고용주가 특정 그룹의 노동자에 대해 차

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회사의 특정 정책이 특정 그룹의 

노동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차별로 간주한다. 민권법 위반소송은 일반적으로 집단 

소송(class actions)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노동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연방법률 가운데는 그밖에도 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967), 직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미

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파산법 (Bankruptcy Act, 1978), 공

무원개혁법 (Civil Service Reform Act, 1991), 소비자신용보호법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1968), 종업원 거짓말 탐지기 보호법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1988),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74), 

공정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1938), 가족 및 의료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1993), 이민개혁 및 통제법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1986), 사법 및 사법절차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Act, 1948), 베트남전 참전

용사 재적응지원법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1974), 내부고

발자 보호법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 1989) 등에 의해 특정 사유로, 특정 그룹

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률들은 개별 해고에 관한 규제들이지만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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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Act, 1988)은 미국 법률 최초로 대규모 해고에 관

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고용주가 공장폐쇄나 대규모 해고 시 60

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연방법 외에 주 차원의 법률에서도 연방법과 비슷한 임의고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 주 법률 역시 인종, 연령, 성별, 장애, 종교 

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역

시 많은 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주 차원에서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명문화된 법률을 도입한 것은 6개 주(캘리포니

아, 조지아, 루이지애나,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 한정되어 있다 (Grenig, 

1991). 그 가운데 몬태나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임의고용 원칙을 명문화된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주이다. 몬태나 주의 ‘불법해고 규제법’ (Wrongful Discharge 

from Employment Act, 1987)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에 대해 

1) 그 노동자가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공공정책의 위반행위를 

보고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2) 수습기간을 마친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아닌 해고를 금지하며 3) 고용주가 명문화된 인사

정책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의 조항을 위반한 불법해고

에 대해서는 해고시점으로부터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및 부가급여를 청

구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renig, 1991). 

 

3. 단체협약에 의한 임의고용 원칙의 제한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맺은 단체협약 상에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을 

경우 협약의 포괄범위 하에 있는 노동자(반드시 노조원일 필요는 없다)는 임의고용 

원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는 정당한 사유6)가 있

5) Abraham and Houseman (1993a); Ehrenberg and Jakubson (1993).

6) ‘정당한 사유’에 대한 표현은 단체협약 마다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컨대 ‘good cause' 

‘just cause' 'sufficient cause' 혹은 ’cause'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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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만 협약대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는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를 포함한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고충(grievances)을 제기하고 이 고충제기가 노사간에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중재(arbitration)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설혹 단체협약에 

임의고용 원칙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중재자

들은 그러한 제한규정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

유는 고용주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고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는 암묵적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임권 (seniority), 임금, 노동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

협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Grenig, 1991).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협약 상에 명확하게 정의되는 경우는 드물며 어

떠한 종류의 행동이 있을 때 해고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도 매우 소

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합리성 여부나 과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은 흔히 고충처리 절차에 맡겨지며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중재

에 맡겨지는데 이는 쌍방에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단이 된다 (Grenig, 1991). 

중재절차까지 오는 분쟁의 가장 큰 부분(약 40%)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징계행위

에 관한 사건들인데 단체협약에서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재자들 스스로가 그 정의를 발전시

켜 왔다. 예컨대 징계행위의 사전 통지 여부, 취업규칙의 합리성 여부, 충분하고 공

정한 조사의 여부, 증거의 여부, 공평한 처우의 여부, 징계정도의 적절성 여부 등의 

기준이 그것이다 (Grenig, 1991). 특히 최종적인 해고에 이르기 전에 해당자에게 단계

적인 (progressive), 혹은 교정적인 (corrective) 징계를 행하였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

한 기준이 된다.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최종적인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징계의 정도 역시 위반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절도나 반

복적인 명령불복종 등과 같은 극히 심각한 위반행위는 다른 교정적 징계 없이도 곧

바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업무태만이나 지각 등과 같은 

보다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해고보다 가벼운 

구하고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 (Greni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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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인정하는 주 수 비 고

3개항 모두 인정  7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네바다, 유

타, 와이오밍

2개항 인정 31

1개항 인정  9

모두 인정 않음  4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로드아일랜드

합 계 51 50개 주+워싱턴 D.C.

자료: Muhl (2001).

<표 1> 미국 각주의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 인정 현황(2000년 10월 1일 현재)

징계를 행하여야 한다.

 

4. 주 법원의 판례에 의한 임의고용 원칙의 제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민권법 등 연방법 및 주법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과 단체협약이 임의고용 원칙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권

법 등은 특정 그룹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역

시 전체 노동자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한 단체협약 포괄 노동자만을 보호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의고용 원칙에 따른 고용주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고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임의고용 원칙의 적용에 중대한 수정이 가해지기 시

작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주 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80년대 들어 본격화되어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다양한 예외조항들을 인정

하게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임의고용 원칙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주는 단 2개(캘리포니아, 콜로라도)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주

의 법원들은 모두 임의고용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임의

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주의 수가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80

년대 들어서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총 51개 가운데 47개주가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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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도입한 최초의 판례가 나온 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Autor (2003); Muhl (2001); Walsh and Schwarz (1996)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계산함.

<그림 1> 임의고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한 주의 수

이러한 주 법원들의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 인정사유는 크게 세 가지 주

요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Muhl, 2001). 첫째, 공공정책 예외 조항이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해당 주의 명시적이고 확립된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그 

해고는 불법해고라는 것이다. 이 공공정책 예외조항은 여러 주의 법원에서 가장 널

리 인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2000년 현재 모두 43개 주에서 인정하고 있다 (Muhl, 

2001).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종업원이 법률을 지키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혹

은 위법행위를 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대해 보복 해고하는 것을 불법해고로 간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확한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은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Covington and Decker, 2002).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 마다 상

당히 다른 판례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헌법, 주 법률, 혹은 행정규칙 

등을 공공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이보다 넓게, 또 어떤 주에서는 

이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다. 즉 ‘공공정책 예외조항’은 상당히 그 범위가 ‘열려 있

는’(open-ended) 조항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성격의 것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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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ynolds and Reynolds, 1995). 주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예를 보면 공

공의 의무를 행하는 행위(배심원 의무,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출석 등), 법적 권리의 

행사(산업재해 보상의 신청,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거부,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

송 제기 등), 위법행위의 거절(고용주를 위한 위증의 거절, 불법적인 가격담합 공모행

위에의 참여 거부,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종업원의 불법 의료행위 거절 등), 내부자 

고발(통조림에 불법적인 거짓 표식을 붙인 고용주에 대해 불평 제기, 징계절차 과정

에서 거짓 증거를 제출한 고용주에 대해 불평 제기 등) 등이다 (Covington and 

Decker, 2002).7) 

둘째, 암묵적 계약 예외조항이다. 이는 노사간에 명시적인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에

도 암묵적 계약 (implied contract)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고용주의 

임의해고를 제한하는 것이다. 비록 명시적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종업원에

게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약속한 적이 있다면 이후 종업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암묵적 계약에 따라야 한다. 이 암묵적 계약 예외는 

2000년 현재 50개 주 중 38개 주에서 인정하고 있다. 

암묵적 계약에는 명문화된 인사정책이나 편람, 고용의 지속기간, 산업 전체의 관

행, 고용주의 행동 및 구두상의 약속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Levine, 1994; 

Reynolds and Reynolds, 1995). 그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는 종업원 편람(employee 

handbook)이나 인사 매뉴얼 등의 내용이나 표현을 근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종업원 

편람에 종업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징계나 해고를 당한다는 조항이 있거

나, 징계나 해고 전에 특정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시사가 있으면 이는 암묵적 계약

에 해당한다 (Muhl, 2001). 또 종업원 채용 시에 채용담당자나 상사가 ‘종업원의 업무

성적이 적절하다면 고용은 지속될 것’이라는 구두 상의 표현을 했다면 이 역시 암묵

적 계약을 구성하게 되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다.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고용주가 임의로 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단 고

용주는 회사 정책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정책이나 지침이 계약상의 권리를 발

생시키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명확한 책임배제 조항(disclaimer)을 포함시킴으로써 암

묵적 계약에 따른 책임을 미리 방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에 따라

7) ‘공공정책 예외조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allahan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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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암묵적 계약 신의/공정규정

주 및 자료: <그림 1>과 같음.

<그림 2> 임의고용원칙에 대한 예외조항 별 도입 주의 수

서는 책임배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Levine, 1994). 

셋째, 신의/공정처우 계약에 따른 예외조항이다. 신의 (good faith) 및 공정처우 (fair 

dealing) 계약 예외란 모든 고용계약에 있어 신의와 공정처우라는 암묵적 계약이 존

재한다고 봄으로써 고용주의 임의 해고를 규제하는 예외조항이다. 이는 공공정책 예

외나 암묵적 계약 예외 등 좁은 범위에서 해고를 규제하는 예외조항과는 달리 어떠

한 고용계약이든 신의와 공정처우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봄으로써 임의고용 

원칙으로부터 가장 멀리 탈피한 것이다. 이 예외 조항은 11개 주에서만 인정하고 있

다. 신의 및 공정처우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포함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의에 위배되는 해고나 

악의적인 동기에 의한 해고는 금지된다 (Muhl, 2001).

사실 이 예외조항을 인정하게 되면 임의고용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며 모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Reynolds and Reynolds, 1995). 

더욱이 신의 및 공정처우 예외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암묵적 계

약 위반이라기보다 불법행위(tort)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Levin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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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의 및 공정처우 예외원칙은 고용계약에 있어 노사 쌍방이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생긴 원칙이다. 이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모든 계약은 공정하

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주요 예외조항별로 이를 도입한 주의 수를 살펴보면 80년대 이후 

예외조항을 도입한 주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정책 예외와 암묵적 계약 

예외 조항은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80년대 이후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주 법원의 수가 급증

함에 따라 각 주 차원에서의 해고규제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rueger 

(1991)에 의하면 주 법원에서의 불법 해고 판결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노동조합 등과 함께 해고규제 

입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해고규제입법의 증가는 고용주와 노동자 세력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것이다. 

전통적 계약이론에 의하면 불법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받

을 수 있는 금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부가급여에 한정되며 해고에 따른 정신

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Grenig, 

1991). 만약 해당 노동자에게 원직복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여기에 미래의 상

실소득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 이론에 따르면 불법 해고된 노동자들은 해고 기간 중의 린 임

금이나 부가급여는 물론이고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 더 나아가 징벌적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불법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

송 건수와 금액은 급증해 왔다. 80년대 말에 이미 2만 건 이상의 불법해고 소송이 

주 법원에 계류 중이었으며 (Westin and Feliu, 1988),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986-88

년에 이루어진 불법해고에 대한 평균 손해배상액은 646,000 달러 (중위값은 177,000 

달러)에 달했다. 비록 나중에 상급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이 평균 55%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러한 높은 배상액은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었다 (Krueger, 1991). 

설혹 기업이 불법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기업들은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소송비용으로 고액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 1986-88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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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 소송에서 고용주들은 평균 소송비용으로 80,073 달러 (중위 값은 65,000 달

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ueger, 1991). 만약 고용주 측이 패소하게 되면 승소

한 노동자들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기업 측의 소송비용은 평균 150,000 

달러까지 늘어난다. 바로 이러한 기업 측의 높은 법률비용과 승소의 불확실성 때문

에 기업들은 아예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명문화된 해고규제 입법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II. 미국은 과연 직장이동이 자유로운 나라인가?

1. 미국의 이직률과 그 성격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는 신화는 미국

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자유와 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로우므로 해고가 노동자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화에 입각하여 일부 학자들은 한국에서도 이제 한 직장

에서 정년을 맞는 ‘평생직장 보장’이 아니라 자기 몸값을 올려 언제든지 다른 직장으

로 옮겨갈 수 있는 ‘평생고용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통해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철환, 1998). 

과연 이러한 신화는 얼마나 미국 노동시장의 현실과 부합되는 것일까? 물론 

OECD를 비롯한 국제기관이나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국제비교연구들에서 미

국은 노동자 이직률이나 동일 사업체 근속기간 등의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OECD, 1997). 문제는 그러한 활발

한 노동이동의 성격과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용안정성(employment stability)과 고

용안전성(employment security)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낀다 (Valletta, 1996; Neumark, 

2000). “고용안정성”이란 한 직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고용의 지속성 정도, 즉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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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직률로 측정된 고용의 안정성 정도를 말한다. 노동자들의 이직이 더 좋은 직장

으로 옮기기 위한 자발적 이직인가, 혹은 비자발적인 해고인가에 따라 고용안정성의 

저하(근속년수의 단축, 혹은 이직률의 상승)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것일 

수도, 혹은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보다 생산적인 노동자가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

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 자신에게 있어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

제 전체로 보더라도 유익하다. 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될 경

우 이는 노동자들의 실업, 소득 감소, 숙련의 저하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 전

체로도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 축적의 저해, 기업에 대한 애착심의 감소, 생산성 저하 

등을 가져옴으로써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고용안전성”은 해고나 공장

폐쇄 등에 의한 비자발적 실직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고용안전성의 저하는 

명백하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고용안정성과 고용안전성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때로는 고용안정성

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성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경제 전체에 걸친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기업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경

우 비자발적 이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안전성’은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 

상승을 관찰한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자발적 이직률을 줄일 경우 비자발적 이직률과 

자발적 이직률을 합친 전체적인 이직률은 종전과 그대로이거나 혹은 더 낮아질 수도 

있으며 따라서 ‘고용안정성’은 종전과 그대로이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다 (Valletta, 

1996). 따라서 단순한 근속기간이나 이직률뿐만 아니라 이직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는 고용관계의 변화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은 미국에서의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이직률과 그 내역의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8)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이직률은 계절별 사이클을 그리면서 대체로 

2.5-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발적 이직률은 대체로 1.5-3% 수준에서 

역시 계절에 따른 등락을 하고 있으며 거의 전체 이직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

8) 이 자료는 미국 노동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석 

및 이직률조사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JOLTS)”에 토대를 둔 것이다. 

JOLTS 조사는 200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매월 미국 전역의 16,000개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

로 고용, 일자리 공석, 채용, 이직, 해고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Clark and Hy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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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JOLTS).

<그림 3> 미국의 이직률 및 그 내역 추이

다. 반면 비자발적 이직률은 1-1.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그 등락폭은 훨씬 작

다. 이제 월간이직률을 합친 연간이직률을 구하고 이를 사유별로 나누어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이직률 가운데 일시해고나 영구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이직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7.1%, 2002년 38.6%, 그리고 2003년(1-7월) 

39.9%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

서 미국의 노동자 이직 가운데 약 40%가 해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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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직률(A) 자발적 이직률 비자발적 이직률(B) 기타 이직률
비자발적 이직비중 

(B/A)

2001 42.0 23.2 15.6 2.9 37.1%

2002 38.1 20.3 14.7 2.9 38.6%

2003 (1-7월) 20.3 10.8 8.1 1.5 39.9%

주 및 자료: <그림 3>과 같음.

<표 2> 연간이직률의 사유별 추이

(단위: %/년)

이제 미국에서의 고용안정성에 관한 보다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에

서의 고용안정성의 추세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커다란 논쟁이 있다. 즉 “소득변화 

패널조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일단의 학

자들은 1980년대 이래 미국의 전반적 고용안정성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흑

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서 고용안정성 하락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Rose, 1995; Marcotte, 1995, 1999). 반면,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고용안정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Swinnerton and Wial, 1995; Farber, 1995; Diebold, 

Neumark, and Polsky, 1997). 그러나 양쪽 연구 모두 자료 자체의 결함이나 그 해석상

의 결함을 갖고 있어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이다 (Stewart, 2002; Neumark, 

2000a). 보다 최근 기간 자료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들 (Gottschalk and Moffitt, 1999; 

Bansak and Raphael, 1998; Fitzgerald, 1999)도 1980년대 초-1990년대 초에 걸쳐 미국의 

고용안정성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림 4>는 “현재인구조사”를 이용한 이직률의 장기추세 및 이직자의 노동력 상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Stewart, 2002). 1975-2000년의 기간 동안 전체적인 이직

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채 70년대 말에 비해 80년대 이후 이직률이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직자의 고용상태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직자 가운데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90년대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7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이직자 가운데 실업자가 된 사람의 비

율은 90년대 이후 계속 감소추세이며 이직자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로 된 사람의 비

율도 다소 감소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용불안정이 크게 악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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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총이직률 및 이직자의 고용상태 변화 추이

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가 된 사람의 비율이 1970-80년대에는 전체 이직자의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이 비율

이 90년대 이후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이직자의 40%에 달하고 있음

을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9) 

2. 해고 노동자의 상태

그렇다면 해고 및 공장폐쇄 등 비자발적 실직을 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

9) <그림 3>의 총이직률은 <그림 4>의 총이직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그림이 서로 다른 조사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즉 <그림 

3>은 사업체 표본조사인 JOLTS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림 4>는 가구조사인 CPS 조사자

료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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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자발적 실직률과 실업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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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자발적 실직률과 실업률의 추이

자료: Farber (2003).

까? 이에 관해서는 “실직노동자 조사” (Displaced Workers Survey: DWS)의 자료를 이

용할 수 있다. DWS 조사는 CPS 조사의 부가조사로서 1984년부터 2년에 1회씩 짝수

년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실직이란 “노동자의 업무성과와는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일자리 상실”로 정의되어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자발적 퇴직이나 업무

성적 부진에 따른 해고는 제외된다. 이 조사에서는 실직사유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

어 있는데 즉 공장 혹은 회사의 폐쇄 또는 이전, 일감의 불충분, 직위나 교대제의 폐

쇄, 계절적 업무의 종료, 자영업 실태,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Aaronson and 

Sullivan, 1998).

<그림 5>는 DWS 조사 결과 나타난 비자발적 실직률과 총실업률의 비교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이후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급속하게 줄어들었음에

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직률은 경기순환에 따른 사이클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말에는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90년

대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 지속에 따른 실업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비

자발적 실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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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자발적 실직사유별 실직률의 추이

비자발적 실직을 한 노동자들의 실직사유를 보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전반까지는 공장폐쇄와 일자리 부족 등에 의한 비자발적 실직이 많았던 반면, 

80년대 말-90년대 초부터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에 의한 실직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80년대의 비자발적 실직이 주로 미국 경제의 불황에 따른 공

장폐쇄와 일시해고(lay-offs) 등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 90년대 이후에는 기업합리화에 

따른 인원감축(downsizing)과 조직혁신, 비정규직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인사

관리 전략의 결과로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비자발적 실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

영한 것이다. 다운사이징은 전통적인 일시해고와는 달리 반드시 수요 감소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구조

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Cappelli, 2000).

그렇다면 이들 비자발적 실직자들의 실직 후 노동시장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 

DWS 조사는 2년 마다 실시되므로 특정 조사년도와 그 다음 조사년도 사이 2년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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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림 6>과 같음.

<그림 7> 실직자의 학력별 재취업 확률 추이

직한 노동자의 현 조사시점에서의 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은 실직한 

노동자 가운데 조사시점에서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학력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자발적 실직자가 2년 내에 재취업할 확률은 80년대 

초에는 60% 정도였으나 이후 경기순환에 따라 사이클을 그리면서 미국 경제가 피크

에 달했던 95-97년에는 77%에 달했다가 이후 하락하여 99-2001년에는 63%까지 떨어

졌다. 다시 말하면 조사시점에서 2년 내에 실직한 실직자 가운데 약 3분의 1 이상이 

조사시점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재취업률은 학력별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졸 이상자의 재취업 확률은 99-01년에 70% 이상에 달

하고 있는 반면, 고졸 미만자의 재취업 확률은 50% 정도에 머물고 있어 학력이 낮은 

실직자일수록 재취업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도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직자가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그 고용상태가 실직 전과 동일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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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직자의 소득상실률 추이

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전보다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인적 자본의 상실, 소득획득 능력의 상실, 이른바 

“시그널 효과”(실직했다는 사실 자체가 노동시장에서의 평가에 나쁘게 작용한다)에 

따른 상실 등 실직자의 소득감소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

한 실직자의 재취업 시 소득 감소 현상은 수많은 실증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

다 (Farber, 1993, 1996, 2003; Polsky, 1999; Schoeni and Dardia, 1996; de la Rica, 1995; 

Gray and Grenier, 1995; Kletzer, 1998; Jacobsen et. al., 1993; Ruhm, 1991; Krueger and 

Summers, 1988; Carrington, 1993; Neal, 1995). 예컨대 Jacobsen et. al. (1993)의 경우 비

자발적 실직자는 실직 후 3-5년간 임금 저하를 겪게 되며 임금저하 폭은 평균 15%이

고,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대 25%에 달한다고 한다. Schoeni and Dardia (1996)는 90년

대에 실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단기적으로 임금상실 폭은 60%에 달

하며 장기적으로는 17-25%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8>은 실직 후 재취업자가 실직 전에 비해 얼마만큼 소득이 감소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직 후 재취업자는 실직 전에 비해 단순



산업노동연구 제9권 제2호

－ 284－

비교로 최고 11.6%, 최저 2.3%의 소득상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순환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직자가 겪는 소득상실의 전부는 아니다. 실직

자의 실직 기간 동안 계속 재직한 노동자의 소득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실직자는 이 

소득상승기회를 잃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소득상실까지 감안한 총 소득상실률은 최

고 15.2%에서 최저 5.5%에 달하고 있는데 1993-95년의 예외적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

로 10-15%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실직자들의 소득상실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예컨대 

Bender et. al. (1999)에 의하면 프랑스와 독일의 실직 노동자들은 실직 후 재취업하더

라도 그다지 큰 소득 상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franc (2000)의 경우에도 프

랑스의 실직 노동자들의 소득 상실률이 꽤 크기는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했다. Albak, et. al. (1999)의 경우 벨기에와 덴마크의 실직 노동자들의 소

득 상실률을 연구한 결과 덴마크 노동자들의 경우 6.4%, 벨기에 노동자들의 경우 

3.7%의 임금감소만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이동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활발한 것

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약 40%는 공장폐쇄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해직된 사

람들로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성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직자 가운데 즉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

활동인구로 되는 비율도 70-80년에는 전체 이직자의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90년대 

이후에도 이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다. 실직노동자 조사기간 사이 2년 동안 비자발

적 이유로 실직한 사람들 가운데 다음 조사시점에서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3분의 

2에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다. 이들 실직자

들은 재취업한 후에도 실직 이전에 비해 절대액 면에서 약 5-10%, 상대임금 면에서 

약 10-15%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의 실직자들의 임금 

저하률에 비하면 훨씬 큰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매우 활발하여 실직하

더라도 다음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일수록 능

력 있는 사람이라는 통념은 상당 부분 “신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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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과연 미국 노동시장은 한국에 비해 더 

유연한 것일까?

1.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한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그 경직

성에 대한 지적이다. 즉 한국에서는 해고가 어렵고 노동이동이 제약되어 있으며 임

금 유연성도 낮아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자 유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미국과의 비교이다. 즉 미국은 노동시

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으며 이것이 곧 미국 경제가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1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특히 그 가운

데서도 정부 관료나 경제단체 등에서는 진지한 연구결과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

침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경우 선입관이나 언론 

보도 등 단편적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주

장은 얼마나 현실에 입각한 것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국제비교는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주제에 관한 선구적 연구인 Lazear (1990) 이

래 많은 연구자들은 해고, 임시직 노동, 노동시간 등에 관한 규제의 정도가 각국 마

다 다르며 이는 각국의 노동시장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의 순위를 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 대부분에서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Bertola, 1990; Nickell, 1997; Freeman, 2002; Di Tella and MacCulloch, 1999; 

10) 이러한 주장은 정부, 경제단체, 관료, 일부 언론, 일부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박덕제(2002), 박성준(2001), 박동운(1997), 박기성 (1997), 조준모 (1997) 등. 무

엇보다도 참여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 가운데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를 중요 목표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고규제의 완화, 근로시간제도 탄력성 제

고, 임금제도 유연성 제고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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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ti et al., 2000; OECD, 1994, 1999; Heritage Foundation, 2003; Fraser Institute 

(2003); Forbes (2003))11).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

닌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하는 지표의 선정 및 그 가중치 배정에 있어서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국제비교연구들은 주로 해고규제나 

비정규직 규제 등의 노동보호입법과 단체교섭의 집중도 등을 노동시장 유연성의 주

요 지표로 삼아 왔지만 이들 하위지표들에 각각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선정된 지표 외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유연성, 임금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구자에 따라 특정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

가 매우 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포브스(Forbes) 지는 정부 

규제 정도와 노조 세력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지수 (Free Labor 

Indicator)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OECD 17개 국가 중 3위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표의 선정과 그 평가에 따라 국제비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둘째, 해고보호 입법 등 제도적 규제와 법률의 실제 운영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제도적 요소만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할 

경우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생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 일본, 한국 

등 성문법 위주의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영미식의 판례 위주의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비교함에 있어 성문법 상의 규제 정도라는 잣대만으로 비교할 경우 자칫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앞의 절에서 살펴본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의 붕괴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성문법의 규정과 법의 실제 운용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을 경우 성문법 상의 규제 정도만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Addison and Teixeira, 2003; Freeman, 2002).

이러한 사정은 양국간의 국제비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규제정

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일본 및 그 밖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고용조정 속도를 비교분석한 애브라함 (Abraham)과 하우스맨 (Houseman)의 일련의 

연구들 (1989, 1993a, 1993b)에 의하면 독일 및 일본의 기업들은 산출량 변동에 대응

11) 이들 연구결과들의 대부분은 Addison and Teixeira (2003)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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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조정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들에 비해 훨씬 느린 것이 사실이지만 대신 노동

시간의 조정 폭이 훨씬 크고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노동투입량 (고용량*노동

시간) 면에서는 미국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조정속도와 조정 폭을 보인다고 한다. 오

히려 미국식의 해고에 의존하는 고용조정은 일본 및 독일식에 비해 해고되는 노동자

에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공평성에 큰 문제가 있을뿐더러 노동자의 인적 자본 투자 

저해, 생산성 저하, 실업보험 등 사회적 서비스의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코

스트를 발생시키므로 미국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

려 사회적 이익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고용조정 속도를 비

교한 다른 연구들 (Shimada, 1980; Orr, Shimada, and Seike, 1985; Bednarzik and 

Shiells, 1989)도 모두 애브라함과 하우스맨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고용보호 규제가 심한 나라인 포르투갈과 독일, 스페인, 영국의 고용조정을 비교한 

애디슨 (Addison)과 테이제이라 (Teixeira) (2001) 역시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인 것으

로 알려진 포르투갈에서도 사실은 급속한 고용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캐나다와 미국의 고용조정 속도 비교에서도 역시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이 보다 

강한 캐나다의 고용조정 속도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mano 

and Macklem, 1999).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김유선 

(2003)의 연구에서도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 모든 면

에서 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피상적인 것에 불

과할 수 있으며 이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 한 실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고용보호 입법 등 제도적, 형식적 규제의 정도보다는 노동시장의 실제 성과라

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노

동시장 유연성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들인 근속기간, 이직률, 고용탄력

성 등의 지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근속기간 비교

먼저 국제비교 연구 때 한 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내지 노동시장 안정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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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의 하나가 근속년수이다. 동일한 고용주 

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속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근속년수는 비교적 국제비교 통계

를 구하기가 쉬울뿐더러 노동시장 유연성 내지 안정성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지표이

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평균 근속년수는 신규 입직률의 크기에 의해 

영향 받는데 (즉 신규 입직률이 높아질수록 평균 근속년수는 낮아진다) 이는 노동시

장의 안정성 내지 유연성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국과 미국의 근속년수를 비교할 경우 우선 선결되어야 할 자료상의 문제가 두 

가지 있다. 즉 첫째, 미국 노동자의 근속년수를 알 수 있는 자료인 “현재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근속년수에 관한 자료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부정기적

으로 일곱 차례 실시된 부가조사 Supplements Survey에 포함되어 있음)는 16세 이상

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인 반면, 한국 노동자의 근속년수를 알 수 

있는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상용종업원 5인 이상 (1999년 이전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만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규모 

사업체 노동자가 제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평균 근속년수의 상방편의가 심하다는 점

이다. 1994년 이후에는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영세규모 (1994-1997

년까지는 5-9인, 1998년 이후에는 1-4인 규모)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를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1994년 

이전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의 최하위 규모 (10-29인), 1994-97년까지는 “소

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조사” 상의 규모(5-9인), 1998년 이후에는 1-4인 규모 사업체 노

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제외되

어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 영세규모 사업체 노동자들로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매우 낮은 노동자들로 짐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를 상방편의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자료상의 한계로 받

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표 3>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 계산한 평균근속

년수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의 평균근속년수와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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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평균근속년수1) 제외된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2) 수정계산한 평균근속년수3)

평균근속년수 대상자 수 평균근속년수 대상자 수 평균근속년수 대상자 수

1983 3.4 2,986 3.3 4,184 3.3  7,170

1987 3.9 4,268 3.7 4,923 3.8  9,191

1991 4.2 4,559 3.1 7,140 3.5 11,699

1996 5.3 5,302 3.5 7,898 4.2 13,200

1998 6.1 4,729 2.7 7,567 4.0 12,296

2000 5.6 5,735 2.7 7,625 3.9 13,360

2002 5.6 6,438 3.0 7,743 4.2 14,181

주: 1) “임금구조기본조사”에 나타난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 (98년까지는 상용종업원 10인 이상,  

       그 이후는 상용종업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

2)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임금노동자 수로보터 “임금구조기본조사” 상의 노동자 수를 뺀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로서 83-91년은 10-29인 규모, 96년은 5-9인 규모, 98년 이후는 1-4  

       인 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를 적용한 것임.

3) 1)과 2)의 평균근속년수를 가중평균한 것임. 대상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임금노 

      동자 수임.

<표 3> 평균근속년수의 수정계산 결과

(단위: 년, 천명)

둘째, 미국의 근속년수는 중위값 (median)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근속년

수는 평균값 (mean)으로 제시되어 있어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한 쪽 자료를 변

환시켜야 한다. 다행히 2002년 미국의 “현재인구조사”에는 전체 노동자들의 근속년수 

분포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미국의 중위값 자료를 평균값 자료로 

변화시켰다.12)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위 값은 평균 값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2002년도의 평균 값/

중위 값의 비(6.9/3.7=1.86)를 다른 연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평균 값을 계산하였다. 

이 경우 물론 노동자들의 근속년수 분포가 달라지면 평균 값과 중위 값의 비의 크기

는 달라지겠지만 다른 연도의 자료를 검토해 보아도 근속년수의 분포는 매우 안정적

12) 근속기간 각 구간의 중간 값을 취하여 그 구간에 속하는 노동자 수로 곱한 다음 가중 평균

한 것임. 단 근속기간 20년 이상 노동자의 경우 25년으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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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ls.gov/news.release/tenure.t01.htm)

<그림 9> 미국의 근속기간별 노동자 비중 분포(2002년) 

이며 또 중위 값의 변동 자체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13)

  

<그림 10>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를 비교해 보면 전 기간에 걸쳐 미

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2년의 경우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는 6.9년으로서 한

국 노동자들의 4.2년에 비해 3.7년이나 더 길다. 또 근속기간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미국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근속기간은 80년대-90년대 전반까지 상승추세이다가 이후 

다시 약간 하락한 후 최근에는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안정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기간 역시 80년대-90년대 전반까

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13) OECD는 1996년의 미국 노동자들의 근속년수의 중위값을 4.2년, 평균값을 7.4년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1996년 평균값 추정치 7.1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서 본 연구의 

추정방법에 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OEC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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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수정자료)은 전체 임금노동자, 한국(원자료)은 상용종업원 10인 이상(98년 이

후에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그림 10>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 추이 

그런데 상용노동자 10인 이상(98년 이후에는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자료와 그 밖의 노동자까지 포함한 전체자료 상 나타난 평균근속기간의 추이는 

상당히 다르다. 즉 10인 이상의 경우 98년까지 평균근속기간이 급상승하다가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체자료의 경우 평균근속기간이 상승폭이 

매우 미미하며 이에 따라 10인 이상 자료와 전체자료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들의 고용은 점차 안정화 추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밖의 비정규 노동자, 영세규모 기업 노동자의 고용은 여

전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한국과 미국의 이직률 비교

다음으로 근속기간과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직

률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이직률에 관한 자료 역시 미국은 “현재인구조사”의 가구조

사 자료이며 한국의 경우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상의 사업체 조사 자료(99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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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그림 11> 한국과 미국의 연평균 이직률 추이 비교

에는 상용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99년 이후는 5인 이상 사업체)이기 때문에 위의 

근속년수 비교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국 자료를 변환시켰다. 즉 사업체 조사에

서 제외된 임금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사업체 조사에서 나타난 I 규모(10인-29인, 99

년 이후에는 5-9인) 사업체 노동자들의 이직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가중 평

균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이직률을 구하였다.

<그림 11>에서는 한국 노동자와 미국 노동자의 이직률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와 10인 이상(99년 이후는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이직률 

추이를 함께 표시하였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80년대 이후 전 기간에 걸쳐 한국의 이직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한국 노동시장의 노동이동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이직률은 전체 기간에 걸쳐 경기순환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기

는 하지만 매우 안정적이다. 반면 한국의 이직률은 80년대 이후 약간의 기복이 있기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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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이직률은 미

국의 그것에 비해 근 10% 포인트 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이직

률이 10인 이상 사업체 이직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계열은 거의 비슷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미간 이직률 비교는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율 면에서 한국(52%)이 미국(4%)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OECD, 2002).

4. 고용탄력성의 한-미 비교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고용탄력성에 주목해보

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애브라함과 하우스맨은 미국과 일본의 고용탄력성을 비교하

면서 생산변화에 대응한 고용조정의 속도 면에서 일본은 미국에 비해 뒤지지만 노동

시간의 조정까지 포함한 총 노동투입량 면에서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조정속도와 폭

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는 생산량 변화에 대응한 양국의 고용조정의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 즉 미국에서는 일시해고 (lay-offs) 등 인원 조정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가능한 한 인원조정을 피하고 잔업축소 등 노동시간의 조

정을 통해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유사한 고용구조와 고용관행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이

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브라함과 하우스맨 

(1993a)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세워보기로 한다.

lnE t = α+β ln P t+θt+λt
2+μ t

여기서 E t
 는 t 기의 노동투입량, P t 는 t 기의 산출량, t는 추세선(t2 은 추세선

이 비선형임을 의미), μ
t
 는 t 기의 오차항을 의미하며, α, β, θ, λ 는 각각 추정되

어야 할 계수 값들이다. 이 때 β 는 산출량 변화에 대응한 노동투입량의 변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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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 탄력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연간 산출량 변화가 노동투입량에 어떠

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관찰하기로 한다. 노동투입량을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제조업 

임금노동자 수(연평균), 제조업 주당 평균 노동시간, 그리고 제조업 노동투입량 (즉 

임금노동자 수*주당 평균 노동시간) 등 세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산출량은 산업생산

지수(제조업 연평균 실질지수치)를 사용하였다.14) 또한 기간별 고용탄력성의 변화양

상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을 1980-2002년의 전체 기간과 1980-89년, 1990-1997년, 

그리고 1998-2002년의 세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보았다.

<표 4>에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2002년의 

전체 기간에 걸친 한국의 고용량 탄력성은 2.647로서 미국의 3.213에 비해 낮다. 즉 

그만큼 고용의 유연성은 미국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시간의 탄력성 면

에서는 한국(1.777)이 미국(1.67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노동투입량 (즉 고용량*노동시간) 면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다소 높은 탄력성을 나타

내고 있다. 즉 80년대 이후 전체 기간에 걸친 노동시장 유연성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1980-89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고용량, 노동시간 및 전체 노동투입량의 탄력성은 매우 낮으며 계

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없어서 산출량 변화에 대응한 노동투입량의 변화가 매우 경직

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중 미국의 고용량과 노동시간 양쪽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90-1997년의 기간에는 한국의 고용량 탄력성은 4.042로서 미국의 고용량 

탄력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 이 기간 중 한국의 노동시간 탄력성

(1.140)은 미국의 그것(3.167)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 기간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그 결

과 전체 노동투입량의 탄력성 면에서 한국(3.061)은 미국(5.550)에 비해서는 낮지만 

8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졌다.

14) 원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제조업 고용, 근로시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호; 산업생산지수=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미국 제조업 고용, 근로시간=Bureau of Labor 

Statistics 인터넷 홈페이지; 산업생산지수=The Federal Reserve Board Statistical Release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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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002 1980-1989 1990-1997 1998-2002

 고용량 

한국
2.647

  (0.175)**
 0.437

 (0.201) 
 4.042

   (0.171)**
 2.105

 (0.194)

미국
3.213

  (0.073)**
 2.154

   (0.124)**
 4.213

 (0.250)
 0.301

 (0.256)

노동시간

한국
1.777

  (0.068)*
 0.019

 (0.157)
 1.140

 (0.136)
 2.604

  (0.034)*

미국
1.673

  (0.039)**
 1.599

   (0.068)**
 3.167

 (0.170)
 1.578

 (0.157)

 전체 노동투입량 (고용량*노동시간)

한국
3.554

  (0.178)**
 0.454

 (0.320)
 3.061

  (0.290)*
 2.358

 (0.212)

미국
4.237

  (0.082)**
 2.783

   (0.106)**
 5.550

  (0.237)*
 0.593

  (0.100)*

주: ( ) 안은 표준오차 (Standard Error). * 95% 수준에서 유의함. ** 99%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한국과 미국의 노동투입 탄력성 비교

IMF 경제위기 이후인 1998-2002년의 기간에 한국의 고용량 탄력성은 2.105로서 전 

기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미국의 고용량 탄력성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

였다. 또 노동시간의 탄력성(2.604)은 전 기간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미국의 노동시

간 탄력성에 비해 뚜렷이 높다. 그 결과 이 기간 중 한국의 전체 고용탄력성(2.358)은 

미국(0.593)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는 노동투입량의 탄력성 분석을 통해 1980년대까지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비해 경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상당히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며,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량과 노동시간 양쪽 

모두 미국에 비해 높은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전체 노동투입량 면에서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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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흔히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면에서 세계 최고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고 직장이동이 빈번하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사회복지수준이 유럽 국가

들에 비해 낮아 전체적으로 생산량 변화에 대응한 고용의 변화가 매우 유연하게 이

루어지며 그 결과 미국은 높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킴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한

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이러한 인식이 과연 철저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

운 나라” 라거나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로우며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일수

록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상당한 정도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신화라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더욱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한국도 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롭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나 “‘평생 직장보장’이 아니라 ‘평생 고용보장’ 형의 노

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비약으로 나아가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 글에

서는 이처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둘러싼 신화와 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라는 인식은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입

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며 따라서 “언제든, 어떤 사유로든, 아무런 통지 없이도” 고

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임의고용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에서 해고에 관한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양한 연방 및 주의 법률

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의고용 원칙은 제한받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각주의 

법원들이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임의고

용 원칙은 중대한 도전을 받아 왔는데 2000년 현재 전체 51개 주 가운데 47개 주가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임의고용 원칙은 사망 직전”이라는 평

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예외들로서는 공공정책 예외조항, 암묵적 계약 예외조

항, 신의 및 공정처우 예외조항 등이 있다. 이처럼 임의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하는 주 법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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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아예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명문화된 해고규제 입법

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자유롭다는 주장 역시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는 신화의 하

나이다. 이러한 신화에 입각하여 일부 학자들은 한국에서도 이제 “평생직장 보장”이 

아니라 “평생고용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직률 및 근속기간 면에서 평가한 노동이

동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이직자의 약 40%가 해고나 공장폐쇄 등 비자발적 이유에 의

한 이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총 이직자 가운데 곧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비율이 1970-80년대에는 전체 이직자의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90년대 이후에 이 비율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

체 이직자의 40%에 달하고 있어 결코 노동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 이후 전체 실업률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직자의 비율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실직자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는 2년 

마다 실시되는 실직노동자 조사시점에서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실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도 실직 이전 소득에 비해 약 10-15% 정도 낮은 소

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소득상실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미국에서는 직장이동이 매우 활발하여 실직하더라도 다음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으

며 오히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통념은 상당 부분 

신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다는 일반적 통념이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국의 근속기간, 이직률, 고용탄력

성 등을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근속기간 면에서 80년대 이후 전 기간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한국 노동자들의 근속년수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80년대-90년대 전반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IMF경제위기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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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근속기간에 비해서는 평균 3.7년이나 더 짧다. 

양국의 이직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미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한국 노동시장의 노동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물론 한국의 이직률은 80년대 이후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

만 여전히 미국의 이직률에 비해 근 10% 포인트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영세규모 사업체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고용탄력성을 비교해 보았

다. 그 결과 1980-2002년의 기간 전체에 걸친 고용탄력성 면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기간 별로 나누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즉 1980년대에는 한국의 고용량, 노동시간 및 전체 노동투입량의 

탄력성은 모두 매우 낮아 상당히 경직적 노동시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97년의 기간에는 한국의 고용량 탄력성이 미국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노동시간 탄력성 역시 전 기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인 1998-2002년의 기간 중 한국의 고용량 탄력성과 노동시간 탄력성은 미

국에 비해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전체 고용탄력성은 미국

의 약 4배에 달할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980년대까지는 한국의 노동시

장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비해 경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1990년대가 되면 상당히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며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는 상당한 

정도 신화가 존재하며 이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은 미국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엄 한 분석도 없이 

그저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찬양하고 상

대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잘못

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신화를 바로잡고 현실에 기초한 정책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엄 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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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논문에서 시도한 이직률, 근속년수, 고용탄력성 등의 분석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는 기존의 ‘신화’를 깨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결코 확

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 앞으로 보다 풍부한 자료와 엄 한 분석을 통해 수

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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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U. S.: 

A Myth and Reality

Jin-Ho Yoon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U. S. has the most flexible labor market in 

the world. According to this view,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U. S. is 

very flexible and this factor contributes to the employment creation and good 

performance of economy. Based on this view, many scholars, government 

officials, and managers argue that Korea should introduce more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to create employment and achieve high growth rate.

This paper tries to prove that the belief on the flexibility of the U. S. labor 

market is actually a ‘myth'. The reality of the U. S. labor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myth in many ways. First of all, the ‘employment-at-will' doctrine in 

the U. S. has been loosened or even come close to death by various laws and 

court rulings. Since 1980s, many state courts have introduced the exceptional 

clauses to the employment-at-will doctrine, making it very hard for employers 

to dismiss workers at will. 

Many people believe that job movement in the U. S. is not only frequent, 

but also a good opportunity to enhance income and other benefits. Based on 

this view,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workers should give up life-long 

employment in the same firm and enhance their employability to change jobs 

easily. However, this belief on the free movement in the U. S. labor market is 

also a myth. About 40 percent of job separation in the U. S. is involuntary. 

These dismissed workers find it hard to get jobs. If they are reemployed, 

their income is usually lower than what they earned on their previous jobs.

This paper also tries to compare worker separation rates, job tenures, and 

employment elasticities of Korea and the U. S. Contrary to the common sense, 

these evidences show that Korean labor market is not so rigid or even more 

flexible than the U. S.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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