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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1~4위) :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  1인당 GNI 상위권 : 노르웨이 2위, 덴마크 6위, 네덜란드 10위, 독일 13위

❖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34위, 1인당 GNI 22위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❶ 높은 고용률              ❷ 높은 노동생산성   ❸ 높은 노동유연성 

❹ 시간제 근로 활성화   ❺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성공적인 노동개혁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생산성 제고

오랜 시간 형성된 노사 간 협력 파트너십은 장기적 노동 개혁의 원동력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는?

“적일많버” 4강

5대 특징

“적일많버” 4강의 비결 

➊ 높은 고용률

4강 76.4 > 韓 66.8

연간 근로시간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 가격,  달러)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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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ECD,stat (35개국, 2019 /벨기에는 2018) * 출처: 통계청(37개국, 2019)

 “적일많버” 4강

 “적일많버” 5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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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5~64세 고용률(%) OECD 15~64세 여성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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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ECD.stat, 37개국(2019), 고용률·女고용률 1위 아이슬란드 각각 83.8%, 81.7%



➋ 높은 노동생산성 

 4강 73.3 > 韓 40.5

➍ 시간제 근로 활성화

4강 24.6 > 韓 14.0

➎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4강 84.6 > 韓 74.0

국가재정도

직접일자리창출 보다 

인적역량강화 중심

OECD 시간당 노동생산성(단위 : 달러)

OECD 시간제 근로자 비중(%)

WEF 인적자원 기술 부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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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높은 노동유연성

4강 68.9 > 韓 54.1

WEF 노동유연성 점수

덴마크 독일 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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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많버 4강 직업훈련에 높은 재정투자, 韓은 직접일자리창출사업에 비중 높음        

   - GDP 대비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 : 덴마크, 노르웨이 0.00, 네덜란드 0.01, 독일 0.02, 한국 0.15 

   - GDP 대비 직업훈련 예산 비중(%): 덴마크 0.39, 독일 0.18, 노르웨이 0.09, 독일 0.18, 한국 0.03

   * 韓 직접일자리 예산 1.6조원(’17) → 3.1조원(’21), 직업훈련 예산 2.2조원(’17) → 2.3조원(’21)

   * 출처 : OECD 국제비교(2018, 한국 2017), 고용노동부 예산안

40.5

14.0

* 출처: WEF, OECD 37개국 중 비교(2019), 1위 스위스 86.7

* 기술 세부항목 : 평균교육연수, 직원교육수준, 직업훈련 질적수준, 대졸자 기술수준, 국민 디지털활용도, 숙련자 구인 용이성, 
   기대 교육연수, 비판적 사고교육, 초등교육교사 1인당 학생비율

* 출처: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37개국(2019), 1위 네덜란드

* 출처: WEF, OECD 37개국 중 비교(2019), 1위 스위스 76.8

* 출처: OECD.stat, 36개국(2019), 1위 아일랜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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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 활성화 통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도 노동 참여 가능

  높은 노동생산성 확보 통해 적게 일하면서도 높은 소득 유지 가능

       * 생산성 향상 없는 단편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실업률 증가, 양극화만 초래(한경연, 2018)

  노사간 상호 양보, 자율적 협력문화가 노동개혁 성공 뒷받침 

쟁점과 체크 포인트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문화 바탕으로 장기적 노동 개혁 추진

     - 덴마크는 1987년 노사공동성명 통해 독일, 스웨덴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 직업

        연금제도 도입, 1998년 제3차노동시장개혁통해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시행

     *덴마크(1899년 9월 합의)나 노르웨이(1935 노사정 기초협약)는 쟁의에 호소하기 보다 노사 

        분쟁 시 거쳐야 할 절차들을 정해놓는 등 합의 문화를 다른 국가보다 일찌감치 구축

 - 네덜란드도 바세나르협약 이후에도 1993년 신노선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 협약 등 

     지속적 노동개혁 추진, 독일은 하르츠 개혁 2003년부터 10여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

노동시장유연화,

노동생산성 제고 :

시간제 근로, 

파견규제 완화, 

임금인상자제

오랜 신뢰 속 대화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

장기적으로 일관된  

노동개혁 가능

❖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1982): 노동계 임금 양보, 근로시간 단축

     - 물가와 연동하는 임금인상제도 폐지, 근로시간 단축(40시간 → 38시간)

     - 정부는 공공 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 개혁 실시

❖   독일 하르츠 개혁(2003) : 노동유연성 높이고, 구직 노력 의무화

     - 실업급여제도 개편 : 최장 수급 기간 단축(32개월 →18개월),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부여 

     - 근로자파견법의 제한 규정 삭제 : 파견 상한기간 폐지, 반복 재취업 금지 등 조항 삭제

     - 해고금지 규정 완화 : 기존 5인 이상 → 10인 이상 

* 출처: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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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일많버” 성공 비결

WEF 노동시장 노사협력 순위

덴마크 독일 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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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싱크탱크 FOCUS 

When will life 
return to 'pre-COVID 
normal'? 

언제 코로나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Joe Myers 2021.4

https://www.weforum.org
/agenda/2021/04/normal
-pre-covid-post
-pandemic/

SUMMARY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가짜뉴스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Impact of Mobile Connectivity and Freedom on Fake News Propens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ross-Country Empirical Examination”

❖코로나19로 가짜뉴스 급증, 가짜뉴스 확산에 미치는 요인 연구

❖경제적 자유가 부족한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부족하며,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신뢰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입증

WEF-Ipsos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는 

앞으로 12개월 안으로 삶이‘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 

❖평균 59%의 사람들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 예상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러시아에서는 70% 이상이 1년 안에     

   ‘정상’복귀 예상

❖영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에서는 60% 이상이 1년 안에 정상 복귀 예상

❖반면 일본 국민의 80%는 1년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에서도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 전망

New Study Finds 
Economic Freedom is 
Key to Curbing Fake 
News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가짜뉴스 억제

Anthony B. Kim 2021.3

https://www.heritage.org
/international-economies
/commentary/new-study
-finds-economic-freedom
-key-curbing-fake-news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