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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

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

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이 증가했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 비공

식 노동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빈곤층 등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재정 확  및 전례 없는 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급여

와 실업부조의 관 화,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확 , 직접적인 현금 이전 등이 그것이

다. 이런 조치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취해진 것이

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성격, 코로나19의 구조적 원인 등은 팬데믹이 주기

적으로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소득 

보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

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 에 모두에게 소득의 바닥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활동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팬데믹을 낳은 생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위험의 일반화, 위험의 이중화, 소득보장 정책,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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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일하게 존재하는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며 유일한 안전은 불안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말을 절감하는 시절이다. 코로나19는 짧은 시

간 내에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불안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며, 미래는 정말로 불확실하다는 것

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커진 순간부터 ‘코로나 이후’를 예측하고, 이 속

에서 그래도 사람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것을 찾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 글 역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

장 체계라는 주제로 분야별 진단과 전망에 해당하는 글이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제2차 유행(a second 

wave of infection)’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9월 6일 현재 한국의 경

우 확진자는 21,177명이며, 사망자는 334명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27,054,000명이며, 사망자는 883,000명이다. 지난 3월 11일 WHO가 글로

벌 팬데믹을 선포한 전후로 코로나19의 발생과 전염을 막기 위해 많은 지역에

서 록다운과 셧다운부터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다.1) 이러

한 조치는 이미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사슬의 여러 고리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면서 이른바 ‘외부 효과’에 의한 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관

광산업과 여행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타격이 컸으며, 이는 실업과 단축 근

무의 증가로 이어졌고, 다수에게 소득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제 경제 침체는 

제조업 부문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며, 이는 상 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으로 경

제 활동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덜 침체된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소득을 상실한 시민에 한 보편적 지원을 

비롯한 막 한 재정 투입은 방역과 경제 사이의 역설적 상황 혹은 딜레마적 상

1) 록다운(lockdown)은 말 그 로 사람들이 현재 있는 장소, 예컨  집에 머무르게(stay-at- 

home)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유롭게 움직일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위험, 

여기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조치이다. 셧다운(shutdown)은 

작업장이나 공공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 의 새로운 소득보장 

－ 65－

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번 경제 침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에 한 응인 강력한 방역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

적인 해결책의 하나는 백신 개발과 집단 면역을 통한 바이러스에 한 상당한 

수준의 통제이다. 그 이전까지는 보건의료 위기가 사회 근간을 흔들지 않을 정

도로 확산을 둔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기

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양상과 성격 그리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

다. 왜냐하면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긴급하고 임시

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제 로 된 의미에서 ‘뉴노멀’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간 소득보장의 문제는 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응하는 전략으로 논의

되어 왔다.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추동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분석에 추

가되긴 했지만, 생태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소득보장의 문제로 다루어지

지 않았다. 메르스도, 사스도 모두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노

동시장의 문제이자 소득보장의 문제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

나 현재의 상황은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 코로나19가 경제 사슬을 붕괴시키고, 

이 붕괴가 노동시장을 축소시키고, 이것이 소득보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면, 이제 소득보장에 한 문제는 코로나19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 분석하고, 그 원인이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Ⅱ장에서 생태적 위기로서의 코로나19 위기의 양상과 성격,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 위기에 한 현재의 응방식과 이

후의 응방식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Ⅲ장에서 코로나19가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전체적인 경제 

순환의 측면에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살펴

본다. 

셋째, Ⅳ장에서 경제 순환의 부문들에서의 단절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안으로서 고용과 관련된 소득보장 응책들과 고용 조건 

없는 소득보장 응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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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Ⅴ장에서는 각 국가들이 응하고 있는 정책적 방식들이 코로나19 국

면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국면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변형되어야 하는

지에 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한다. 

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성격

1. 코로나19의 양상과 성격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했고, 이후 이는 일

곱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

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SARS-CoV-2, 즉 사스2로 명명했고, WHO는 

이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COVID-19(한국은 코로나19)로 명명했다.

관박쥐를 숙주로 하며, 천산갑이 매개 숙주라고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가 처음 확인되었을 때부터 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급속한 확산은 완벽한 

역학적 스톰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종간 경계를 넘는 데 특별한 능력

이 있는 바이러스 가족에서 온 상 적으로 높은 병독성이 있는 호흡기 병원체

가 일 년 가운데 이동이 가장 많은 중국 춘절 바로 직전에 주요한 인구 중심지

와 여행 허브”에서 출현했기 때문이다(Zhang and Holmes, 2020).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 시기와 달리 이미 21세기 들어 사스(2002-3년), 

신종 플루(2009-10년), 메르스(2012-20년), 에볼라 바이러스(2013-16년) 등

을 겪은 인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히고, 이에 맞는 백신과 치료

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성격과 양상에 해 어느 정도 파악함

으로써 이후 전개 과정을 불확정적이긴 하지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은 1900년 의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염

성이 높다.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재생산지수(R0)이다. 이는 감염된 한 사람이 감염가능한 전체 인구 집단 내에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 의 새로운 소득보장 

－ 67－

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새로 감염시키는가를 말한다. 팬데믹 초기 중국에서 R0

는 2.0에서 2.5였다.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사람들의 행위와 접촉 양

상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더해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듯이 일

부 감염자의 경우 ‘수퍼 전파자(super-spreader)’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전염이 확 되면서 실제 재생산지수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1900년  이후 

발생한 팬데믹 인플루엔자의 재생산지수가 1.8에서 1.4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

면 2.0-2.5는 매우 높은 수치다(Moore et al., 2020).

코로나19의 전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

과 비교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하고 이것이 전

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다. 20세기와 21세기 발발한 팬데믹 

인플루엔자와 비교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다. 인플루엔자의 

잠복기가 평균 2일(1-4일)인데 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평균 5일(2-14일)

이다. 잠복기가 길 경우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이전에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

으로는 모든 확진자의 25퍼센트가 무증상 감염인데, 이는 인플루엔자 팬데믹

의 16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Moore et al., 2020).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을 검토해 보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감염치명률(infection fatality rate, IFR)이다. 이는 확진치명률(CFR)과 

약간 달리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서 해당 질병이 발

생할 경우 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현재까지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당 5-10명이다. 물론 이

는 연령, 민족 집단(ethnicity), 의료서비스 접근, 사회경제적 지위, 기존의 건

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등지

에 한 연구에서 나온 추정치인데, 중국의 경우 자연실험 0.6%, 모델링 추정

치 0.66%, 프랑스 모델링 추정치 0.7%인 반면, 유행 데이터에 기초한 추정치

의 경우 브라질과 스페인 모두 1%까지 상승한다. 스위스 제네바의 혈청유병률

에 기초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0.6%이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5.6%로 

급격하게 상승한다(Moore et al., 2020). 

감염률과 치명률이 높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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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역학팀은 지난 3

월 수리 모델링을 통해 비약제적 개입(NPIs)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을 상으로 한 이 연

구는 억제(suppression)와 완화(mitigation) 두 가지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

을지를 검토한다. 억제는 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확진

자 수를 최소 수준으로 하거나 인간 사이의 감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최소한 12-18개월 간 유지되어야 한다.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도 개발 초기에 나온 백신이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는 현

재로서 알 수 없다. 완화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시기에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채택되었고, 1957년, 1968년,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는 

전염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람들이 점차 면역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확진자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억제 전략은 인구 전체에 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며, 완화 전략은 의심 환자의 격리, 의

심 환자의 가족의 자가 격리, 노인층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재생산지수를 2.4로 하고, 영국과 미국 전체 인구의 81퍼센트가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는 

51만 명, 미국에서는 2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이에 반해 완화 전략을 사

용할 경우 영국에서는 25만 명, 미국에서는 110만 명에서 12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9월 6일 현재 미국의 사망자는 192,800명

이며, 영국의 경우 41,500명이다.). 또한 보건의료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8배에 달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억제 전략이 

현재 유일하게 실행가능한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정책들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것이 분명하다

(Ferguson et al., 2020).

코로나19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현재로서는 

제 로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무어 외(Moore at al., 2020)의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전제는 과거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비

추어볼 때 팬데믹 기간이 18-24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인간이 점차 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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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목격한 2020년 봄의 첫 번

째 파동 이후 1-2년에 걸쳐 작은 파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

서 2021년 어느 시점에서 종식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2년 간 

완화(mitigation) 조치의 실시와 중단이 반복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년 봄의 첫 번째 파동 이후 가을 혹은 겨울에 더 큰 파동이 오고, 2021

년에 작은 파동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을 혹

은 겨울에 완화 조치를 재실시해야 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20년 봄의 첫 번째 파

동 이후 지속적인 전염과 환자 발생이 ‘슬로우 번(slow burn)’ 양상으로 나타

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인플루엔자에서는 볼 수 없던 유형이다.

8월 초에 네이처에 실린 “팬데믹 미래”라는 에세이는 흥미로운 예측을 하

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 후인 2021년 6월의 시점의 상황을 서

술한다. 이 에세이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천천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승인

된 백신은 효력이 6개월짜리이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

만 명이며, 사망자는 175만 명이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에 해 밝혀진 것

과 현재까지 인류가 여기에 응하고 있는 노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 에세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관한 것이다. 이 에세이는 우리가 현재로서 동의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한다. 하나는 코로나19가 바로 이곳에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에 달려 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들이란 바이러스에 한 면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계절이 확산에 영향

을 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와 개인들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 미국과 브라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록다운 해제 후 확진자가 증

가했다는 것,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경우 의료 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는 것이다(Scudellari, 2020). 이는 지금 한국과 유럽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

다. 코로나19의 궤적과 전망이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발생한 좀 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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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는 것이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원인을 찾아서

1) 인수공통 감염병 

꽤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지만 1980년  에이즈의 유행, 1990년  ‘신종 플

루’ 발발 등을 거치면서 전염병의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한 연구 더 나아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런 흐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우려할 일은 새로운 병원체가 출현하는 빈도

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40년  이후 확인된 신종 전염병은 략 400

종이다. 이 가운데 60퍼센트가 동물원성 감염증(zoonosis)이다(Morse et al., 

2012). 이런 전염병은 특정한 지역,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만(특히 포유류

가 다양하고 많은), 인간에 의한 토지 이용의 변화와 더불어 생물다양성이 감

소하거나 상실된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집약

적 농축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토지 이용의 변화가 새로운 병원체 출현을 추

동했다. 더 나아가 여행과 무역의 확 , 즉 우리가 지구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Jones et al., 2013; Morse et al., 

2012). 

21세기에 발생해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 사스, 메르스와 현재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한 비교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의 결과들이 나왔다

(da Silva et al., 2020). 우선 전염병 유행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범위를 넓힌 

상호연관된 지구화된 세계가 커다란 배경을 이룬다. 집약적인 농축산업의 발

전과 확  속에서 삼림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변화했다. 이는 바이러스가 자연 

숙주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더해 문화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불법적인 야생 동물 거래 등이 증가했다. 예컨  중국, 특히 중국 남부

가 최근 출현한 바이러스성 질병의 핫스폿이 된 이유는 인구 증가와 이동의 증

가 이외에 야생 동물 섭취라는 문화적 요인이 중첩된 것에서 나온다. 이번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종간 전파(spill-over)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 있는 재

래시장(wet market)은 다양한 동물들이 밀접한 상태로 전시, 판매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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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물과 동물, 동물과 인간 사이의 종간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da 

Silva et al., 2020).

미국의 과학저술가 데이비드 콰먼(David Quammen)은 2013년에 출판된 

『종간 전파: 동물 감염과 다음 번 인류 팬데믹』(번역본 제목은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제2판 2020)에서 지난 50년 사이에 우리는 “인수공통 감염병

의 전성 시 ”를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콰먼, 2020: 49). 그리고 이런 질병들

이 번갈아 계속 찾아오는 현상은 “우리가 저지른 일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인데, 이는 두 가지 위험이 한 점에서 만난 결과 생겨났다고 한다. 그 두 가지 

위험은 생태학적 위험과 의학적 위험이다. 그는 이렇게 요약한다. “인간이 초

래한 생태적 압력과 혼란 때문에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과 접촉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으며, 동시에 인간의 기술과 행동 때문에 병원체가 유례없이 

넓고 빠르게 퍼진다”(콰먼, 2020: 51). 한 마디로 인류의 활동으로 자연 생태

계가 붕괴할 정도가 되었고, 이 속에서 ‘바이러스 생태계’에 혼란이 초래되어 

새로운 숙주 혹은 새로운 종류의 숙주, 즉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이동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과 생태학 그리고 질병학에 근거를 둔 콰먼의 연구는 가까운 시

일 내에 에이즈나 1918년 독감처럼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신종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행한 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 스

스로 만들어낸 것 가운데 일부는 분명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계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며, 더구나 “상당히 똑똑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콰먼, 2020: 647, 650). 

2) 축산혁명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축산 혁명’(Livestock Revolution)이라 할 수 

있다. 축산 혁명은 1999년에 국제식량정책과자원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and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2020년까지의 가축(Livestock to 

2020)에서 육류와 낙농 제품 소비의 증가, 특히 신흥 저소득 국가와 중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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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국가들에서의 증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하지만 표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의 소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신

흥 국가들에서의 소비 증가에 한정시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2) 

축산 혁명은 넓게 보면 인구 증가와 도시의 확 , 경제 성장에 따른 가축 생산

에 한 수요 증 , 영양 섭취 유형의 변화,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소수의 농축산기업(agrobusiness)이 속성 가축의 사육, 

가공, 유통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다(FAO, 2006; Magdoff 

and Tokar, 2010).

축산 혁명 속에서 육류 소비가 2000년부터 2050년까지 50년 동안 2억 2천

만 톤에서 4억 6천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축산 

혁명의 부정적 효과에 한 경고도 함께 나왔다. 토지를 단일한 용도로 사용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토질 저하, 온실가스 배출, 물 고갈과 수질 악화, 생물다양

성 상실 등이 그것이다. 신종 전염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살펴보면 825개 육상 생태지역 가운데 306군데가 위협받고 있는데, 

가축이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35개 지역 가운데 23개 지역이 축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FAO, 2006).

축산 혁명 속에서 축산의 지리학 또한 변화했다. 과거에 농촌 지역에 위치하

던 이 산업은 이제 도시 혹은 도시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집약적인 축산 방식

과 더불어 사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소비자와 더 가까운 장소로 옮

겨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인간은 돼지와 가금류 수백만 마리를 단종 생산

하는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세계에 살게 되었으며, 이는 바이러스가 진

화하는 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즉 주변에 취약한 숙주들이 많이 있기 때

문에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월러스, 2020: 55-56, 75).

신종 전염병 발생의 주된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인

간과 동물과 가축 사이의 접촉면을 확 시킨 축산 혁명으로 찾는 시도는 “살아 

있는 다른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엄청나게 복잡한 생태계의 일

부”(Dubos, 1959: 266)라는 르네 뒤보의 통찰력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2) a well-fed world, https://awellfedworld.org/livestock-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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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하지만 축산 혁명이 경제 성장과 지구화, 도시의 확  등에 의해 추동

된 것이라면 그리고 축산 혁명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농축산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 자체를 문제삼아

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례 없이 확

된 다양한 상품들의 생산과 소비, 이를 위한 자원 추출과 생태계 파괴가 어

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연결이 신종 전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팬데믹으로 이어지는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다

시 말해 팬데믹을 현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Wallace, 2012; Foster and Suwandi, 2020).

3) 하나의 세계-하나의 건강(One World-One Health)과 기후위기 

감염병, 야생동물, 가축, 곡물, 인간의 건강 등에 한 탐구를 생태계 맥락에

서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인간이 자연계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

의 세계-하나의 건강(One World-One Health)’ 접근법과 닿아 있다(Zinsstag 

et al., 2012; van Helden et al., 2013). 전염병과 관련해서 20세기 말에 고

병원성 A형 인플루엔자(일명 ‘조류 독감’)가 가금류에서 인간에게 종간 전파된 

것을 계기로 하나의 세계-하나의 건강 접근법이 관심을 끌었다(Anderson et 

al., 2010). 이 접근법에 따르면 전례없이 다양한 상품의 생산, 이에 수반되는 

자원 추출의 증가, 경제와 생태 사이의 물질적, 개념적 균열의 생산 등이 서식

지,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능, 자원 기반, 수로, 토양 영양, 양의 저장물을 저

하시켰으며(McMichael, 2009; Foster et al., 2010), 이런 요인이 결합해서 

다양한 숙주를 넘는 질병의 출현을 자극했다는 것이다(Jones et al., 2013).

하지만 월러스 등(Wallace et al., 2015)은 하나의 세계-하나의 건강 접근

법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고 말한다. 그것

은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맥락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들은 ‘구조적 하

나의 건강’(Structural One Health)이라는 접근법으로 지구적 자본 축적과 

생태계 건강의 결정요인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 접근법은 팬데믹의 추동

력으로서 상품 사슬에 초점을 맞추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한 해당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연관을 파악하고, 팬데믹을 자본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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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 속에서 지속가능한 ‘행성적 

신진 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

다는 이론이다(Wallace, 2012; Foster and Suwnadi, 2020).

전염병과 도시 등에 해 연구한 미국의 역사가 마이크 데이비스(Davis, 

2020)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현재를 새로운 전염병의 시 라 규정

하고, 이 시 는 이전 팬데믹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구화의 직접적 결

과’이며, 다국적 기업이 질병 진화의 추동력이라고 단언한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삼림 파괴 그리고 이 속에서 절망한 생계형 농민에 의한 삼림 파괴는 인

간과 조류, 박쥐, 포유류 등에 은둔하고 있는 야생 바이러스 사이의 장벽을 파

괴했으며, 공장제 축산업과 규모 사육장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등장한 슬럼의 끔찍한 위생 상태

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했다(Davis, 2020: 16-18).

현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적 위기는 기후 변화와 생태적 위기라는 주제로 

오래 전부터 포착되었다. 최근 들어 극단적인 기상 상태가 빈발하고, 2015년 

파리 협약이 체결되고, 2019년 전 세계적인 비상 기후 행동 덕분에 기후 변화

가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인류와 지구

가 다중적인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도 벌써 십 년이 넘었

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er)는 아홉 가지로 행

성적 한계를 제시한다. 기권 오존 고갈, 토지 체제의 변화, 생물권의 온전함

의 상실(생물다양성 상실과 멸종), 화학적 오염과 새로운 물질의 방출, 기후 변

화, 양 산성화, 담수 고갈과 지구 수자원 순환의 문제, 질소와 인이 생물권과 

양으로 량 배출되는 문제, 기 에어로졸 부하의 증 가 그것이다.3) 

이러한 생태적 위기 그리고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가 온실가스의 량 방출

을 비롯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져 이제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 로 들어

섰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개념이다. 이 인류세

는 지구적 수준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의 증가가 시작된 18세기 후반에 

3) Rockström et al., 2009; Stockholm Resilience Center. https://www.stockholmresilience.org/r

esearch/planetary-boundaries/planetary-boundaries/about-the-research/the-nine-planetary-boun

daries.html. (최종접속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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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는데, 이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한 1784년과 일치한다

(Crutzen, 2002).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지난 3세기 동안 지구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는 인구 증가와 1인당 지구 자원 

이용의 증가 때문이다. 인간의 영향력은 특히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사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에 지구 온도가 섭씨 

1.4-5.8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운석 충돌, 전쟁, 팬데믹 같은 지

구적 수준의 파국이 없다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주요한 환경적 힘(force)으

로 남아 있을 것”이다(Crutzen, 2002).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팬데믹 같은 ‘지구적 수준의 파국’이 없을 경우를 가

정하는 것이다. 원래 의도는 지질학적 힘으로 커진 인간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그런 팬데믹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향력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면 우리가 다중적인 생태적 위기의 시 를 살고 있는 셈이며, 그 속에 ‘새로운 

감염병의 시 ’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Davis, 2020).

Ⅲ. 코로나19가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코로나19가 경제 순환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와 예측

새로운 감염병의 시 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감염병

은 기후 위기, 자본주의적 이윤 극 화 방식의 축산혁명으로 인한 인수공통 감

염병의 형태로 보기 드문 감염률과 치명률이라는 건강 위기 문제로 드러났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영역에서의 충격으로 이어졌다(di Mauro, 

2020; Boone et al., 2020).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 충격, 수요 

충격, 신뢰 충격이라는 세 가지 부문에서 발생한다(Boone et al., 2020). 사

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의 위험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공장 폐쇄, 서비스 부

문 활동의 위축이라는 공급 충격을 가져왔고, 출장 및 관광 감소,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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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 서비스 감소라는 수요 충격을 야기했다. 신뢰 충

격은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감소 또는 지연이 발생하고 이것이 투자의 지연 또

는 포기로 이어지는 불확실성(uncertainty)의 확 를 의미한다. 

세 가지 경제 충격이 실제로 화폐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이라는 경제 주체들 간의 현금의 흐름

도를 통해 잘 드러난다(Baldwin and di Mauro, 2020: 10~11; 다음 <그림 

1> 참조). 첫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 부문이 지출과 소비를 줄이고, 이

는 지출이 느려짐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 수요 충격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이는 해외부문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내수를 직접적으로 감소

시키지 않지만 해외 부문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국가 수출에 한 지출을 감소

시킨다(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표). 수요 감소 및 직접적인 공급 충격은 국제 

및 국내 공급망(오른쪽의 두 X표)의 붕괴를 초래한다. 둘 다 특히 제조업 부문

에서 생산량을 더욱 감소시키는데, 제조업에 한 타격은 사람과 기업의 관망 

행동으로 인해 확 될 수 있다. 많은 제조업에서의 상품은 연기하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특히 취약하다(오른쪽 하단 모서리 X표). 셋째, 사업 파

산은 또 다른 붕괴 지점인데, 최근 몇 년간 부채가 상승한 기업은 특히 현금 

자료: Baldwin and di Mauro(2020).

<그림 1> 소득 다이어그램의 경제 순환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다차원적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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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감소에 취약하다. 영국 항공사 Flybe의 파산이 전형적인 예인데, 이런 종

류의 붕괴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채권자와 노동자가 파산 기업으로부터 돈

을 받지 못하면 지출과 투자가 감소하는데, 한 회사의 파산은 다른 회사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연쇄 반응 파산은 예를 들어 주택 위기 동안 건

설 산업에서 목격된 바 있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정책이나 아동 또는 

아픈 가족/친척을 돌보기 위한 휴가, 정리해고, 병가, 격리 또는 휴가가 발생

하는데, 이들은 지출이 줄어든다. 

경제 순환에서의 단절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축소시키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인 팬데믹에 한 구체적인 역사적 실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

염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한 예상 시나리오 분석이 여러 각도에서 

제출되고 있다. 몇 가지 주요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 등(Boone et 

al., 2020)은 OECD 자료를 사용하여 전염병 확산에 한 현재의 지식을 바탕

으로 바이러스 범위를 중국과 일부 국가로 한정할 경우 2020년 1분기에 전 

세계 GDP가 0.75% 감소, 전 세계에 걸쳐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전염이 있는 

경우 2020년 하반기에 전 세계 GDP가 최  1.75%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맥키빈과 페르난도(McKibbin and Fernando, 2020a; 2020b; 2020c)는 지

역, 사망률, 일시성 유무를 근거로 바이러스가 중국과 일부 국가에만 한정될 

경우(시나리오 1~3), 모든 국가에서 정도를 달리하여 역학 충격이 발생하지만 

일시적일 경우(시나리오 4~6),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매년 가벼

운 팬데믹이 재발할 경우(시나리오 7)에 따라 7가지 시나리오를 근거로 국가

별 GDP 감소 규모를 예측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

고, 국가별로 –0.9%p에서 –9.9%p로 감소가 예측된다.

국제기구들도 지속적으로 국가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GDP 변화 예측치와 

실제 변화율을 보고하고 있다. OECD(2020b; 2020c)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에 취해진 봉쇄조치들로 감염 확산 저지가 나타나는 1차 파동(single-hit) 시

나리오와 봉쇄조치의 완화로 10월~11월 경 두 번째 덜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

생한다는 2차 파동(double-hit) 시나리오를 근거로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내놓

았는데 2019년 4분기 비 2020년 1분기의 GDP 감소를 아일랜드 7%, 프랑

스와 이탈리아 5.3%, 스페인 5.2%, 유로지역 3.7%, 독일 2.2%, 캐나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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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1.3%, 일본 0.6%, OECD 평균 1.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2분기 GDP 감소 예상치는 OECD 평균 13.2%, 스페인과 영국 19%, 프랑스

와 아일랜드 18%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2020a)은 2020년 1

월 비 2020년과 2021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세계은행(World Bank, 2020)

은 실질 GDP 변화 예측치를 내놓았다. 

자료
OECD

(2020.06)

IMF

(2020.04)

세계은행

(2020.06)

1차 파동 

시나리오

2020

1차 파동 

시나리오

2021

2차 파동

시나리오

2020

2차 파동 

시나리오

2021

2020 2021 2020 2021

2019년 11월 비 분기별 GDP 편차 

평균 예측치

2020년 1월 비 

GPD 변화율 예측

실질 GDP 

변화율

한국 -0.48% 2.28% -5.45% 4.73% -7.7% 2.9% -7.0% 3.9%

호주 -0.78% 3.58% -6.35% 5.35% -7.7% 2.9% -7.0% 3.9%

캐나다 -5.38% 4.63% -11.80% 8.18% -8.0% 2.4% -7.0% 3.9%

중국 N/A N/A N/A N/A -4.8% 3.4% 1.0% 6.9%

프랑스 4.40% 3.18% -7.38% 12.75% -8.5% 3.2% -7.0% 3.9%

독일 2.83% 2.30% -6.25% 6.65% -8.1% 3.8% -7.0% 3.9%

인도 N/A N/A N/A N/A -3.9% 0.9% -3.2% 3.1%

이탈리아 2.25% 3.73% -9.50% 13.68% -9.6% 4.1% -7.0% 3.9%

일본 -0.60% 0.58% -5.88% 2.10% -5.9% 2.5% -6.1% 2.5%

러시아 N/A N/A N/A N/A -7.4% 1.5% -6.0% 2.7%

영국 -1.45% 7.73% -13.03% 16.10% -7.9% 2.5% -7.0% 3.9%

미국 -7.4% 4.60% -12.3% 7.5% -7.9% 3.0% -6.1% 4.0%

EU 평균 -5.6% 3.2% -15.1% 10.1% -8.7% 3.1% -9.1% 4.5%

OECD 평균 -6.1% 3.7% -13.1% 8.4% 선진국

-7.7%

선진국

2.9%

선진국

-7.0%

선진국

3.9%G20평균 -4.1% 3.9% -10.2% 7.5%

자료: OECD(2020c), IMF(2020a; 2020b), World Bank(2020)를 토 로 저자 작성. 

<표 1> 국제기구들의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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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현재 2/4분기 실질 GDP가 국가별로 보고되었는데, 모든 시나

리오들의 예측치는 그 예측치만으로도 상당한 낙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드

러난 상황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기 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실로 드러

난 경제적 효과는 모든 예측을 뛰어넘었다. 2020년 2/4분기의 GDP 변화율은 

영국 –20.37%, 스페인 –18.48%, 프랑스 –13.81%, 이탈리아 –12.79%, 독일 

–9.69%, 미국 –9.09%, 스웨덴 –8.30%, 일본 –7.81%, 오스트리아 –2.39%, 핀

란드 –4.49%, 한국 –3.15%로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모두 폭적인 경제성장 

하락을 기록했고, OECD 평균치는 무려–9.8%에 이른다(OECD, 2020a). 

국내총생산의 감소는 그 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 미치

는 영향력에 한 예측 및 자료 수집은 국제노동기구가 주도하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는 OECD가 Economic Outlook을 통해 제공하는 GDP 성장 전망

치를 사용하여, 상반기의 팬데믹의 영향을 하반기에 회복하는 기준 시나리오

(Baseline scenario), 팬데믹이 두 번째 광범위한 작업장 폐쇄를 야기할 것을 

예상하여 4분기 GDP 성장을 햐향 조정한 비관적 시나리오(Pessimistic 

scenario), 노동시간은 장기 추세보다 output gap에 더 빨리 반응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분포의 평균 신 추정 분포의 상위 5% 

사용한 낙관적 시나리오(Optimistic scenario)로 구분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

에 근거한 노동시간 손실 예측치를 제시하였다(ILO, 2020a).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할 때, 기준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적 노동시간 

손실은 2019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2020년 2분기에 14%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여 4분기에 4.9%(1억 4,000만 개 전일제 일자리에 해당)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20년 말까지 노동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

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하반기 상황은 2분기 상

황이 거의 그 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상반기 동안의 교훈 덕분에 더 나

은 정책 응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0년 말에 11.9%의 노동시간 손실(3

억 4,000만 개 전일제 일자리에 해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 시나리

오에서는 2020년 4분기 말까지 노동시간은 2019년 4분기에 비해 1.2% 손실

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3,400만 개 전일제 일자리에 해당)(ILO, 2020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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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기본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노동

시간 

손실

전일제 

일자리 

개수로 

환산

노동

시간 

손실

전일제 

일자리 

개수로 

환산

노동

시간 

손실

전일제 

일자리 

개수로 

환산

노동

시간 

손실

전일제 

일자리 

개수로 

환산

% 백만 개 % 백만 개 % 백만 개 % 백만 개

전세계 14.0 400 4.9 140 11.9 340 1.2 34

아프리카 륙 12.1 45 3.5 13 10.8 40 -0.1 0

아메리카 륙 18.3 70 7.8 29 15.6 60 2.5 9

아랍 지역 13.2 8 3.9 2 11.9 7 -0.1 0

아시아 13.5 235 4.5 80 11.5 200 1.2 21

유럽 13.9 45 5.4 18 10.6 35 1.2 4

주: 이 수치는 노동시간 손실과 사라진 전일제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는 
이전 수준보다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료: ILO (2020a)

<표 2> 2020년 하반기(4/4분기) 지역별 노동시간 손실 예측치

(단위: 노동시간 손실 %, 전일제 일자리 개수로 환산 시 백만개)

OECD(2020c) 역시 2020년 국내총생산의 감소에 근거하여 실업률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2차 파동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OECD 국가들의 GDP는 

9.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단일 파장 시나리오에서는 7.5% 감소할 것으

로 예측된다. 이에 근거하여 추정한 실업률은 2019년 말 실업률은 5.3%와 비

교할 때, OECD 전망은 2020년 6월 말까지 실업률은 거의 2배로 올라 11.4%

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회복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동안 관찰된 최고치에 머물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인데, 코로나

19가 고용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누적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10배 이상 크다(OECD, 2020b).

2.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위험의 이중

화로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의 위협이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특정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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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여행, 교육, 음식업, 숙박업, 농업, 제

조업, 전방위적인 경제적 영역에서 소득 단절과 축소로 구현된다. 이러한 양상

은 이전에는 안전해 보였던 영역에서도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

로 나타난다(Eurofound, 2020a). 위험의 일반화다.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 및 경제 쇠퇴는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

단의 취약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청년, 장애인, 장기적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 

저임금 및 불안정 노동자, 실업자, 노숙자, 특정 이민자 집단 등은 상 적으로 

더 취약하다(Eurofound, 2020a: 47). 감염병은 안정적인 노동과 불안정한 노

동 사이에 위험의 영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의 이중화다. 

위험의 일반화와 위험의 이중화에 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위험의 일반화

(1) 전방위적 실업의 증가

경제적 충격은 전세계적인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졌

다. 국제노동기구의 6월 30일자 보고서에 따르면(ILO, 2020a), 전 세계 노동

자의 93%가 작업장 폐쇄 조치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핵심 작업장을 

제외하고 작업장 폐쇄 조치가 있는 국가의 노동자가 32%, 부문별 작업장 폐쇄

조치가 있는 국가의 노동자가 42%를 차지한다. 이러한 작업장 폐쇄조치와 폐

업 등은 사람들의 노동시간 손실로 이어졌다. 2020년 1분기는 2019년 4분기

에 비해 5.4%의 노동시간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당 48시간 전일제 일

자리 1억 5,500만 개에 해당한다. 2분기는 전 세계 노동시간이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주당 48시간 전일제 일자리 4억 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ILO, 2020a).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간 감소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는 실업률이다. 정확한 

실업률은 가계조사통계 등을 바탕으로 취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OECD 

각국의 실업률 가용 데이터는 4~5월까지가 최 치로 노동시장 통계로는 위기

의 영향을 제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고되는 실업률은 매우 높

다. 미국의 경우 2020년 2월에만 하더라도 최근 50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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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였으나, 불과 2개월만인 4월에 14.7%로 상승하였다(OECD, 2020b: 

32).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기준 OECD 평균 실업률은 8.4%, OECD 

평균 실업률의 변화(2020년 2월~5월 또는 가장 최근)는 3.2%p 증가하였다

(OECD, 2020b: 32). 아일랜드의 경우 2020년 4월 공식 실업률은 5.4%로 거

의 바뀌지 않았지만 ‘코로나 조정 실업률’(COVID-adjusted unemployment 

rate)은 28.2%에 달한다(Eurofound, 2020a: 6~7).

<그림 1>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노동시간 손실(국가 소득 수준별, 대륙별)

높은 실업률조차 실제로는 일자리 위기의 일부만을 반영한다(OECD, 2020b).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정책 혼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

국이나 한국 등은 위기 시 실업보험 급여를 주로 활용하고, 유럽 국가들은 고

용유지 지원 제도를 주로 활용한다(OECD, 2020b: 33). 단시간 근로 지원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 제도로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부분 실업에 한 보상을 

받거나 일은 하지 않아도 고용은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

이기 때문에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 제도들의 활용

도가 높다. 반면, 미국은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활용은 불과 0.14%에 불과하고 

주로 완전 실업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 청구를 통해 보상한다. 실업급여 청구

는 실업자임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의 실업률 격차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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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수 격차라기보다 노동 손실에 한 보상정책의 차이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업률 통계는 서베이 데이타의 시간 지연 문제와 구직포기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실업률 통계 작성 시 단시간 근로나 일시적 정리해고의 처리 

방법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위기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못

한다(Eurofound, 2020a; OECD, 2020b). 

현 시점에서 보다 정확한 단면은 실업률 통계보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나 단

시간 근로제도 청구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실업보

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된다(OECD, 2020b: 35). 미국의 경우 5

월말까지 실업보험 신청자는 4,0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때 이 수치에 이르는 데는 1.5년이 걸렸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현

재의 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감염병 

응을 세계적 차원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경제적 쇼크와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6

월 비 취업자는 35만 명이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무려 54만 2천 명이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실업의 

규모는 구직급여 신청 동향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자 수

는 37만 명을 전후로 유지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2020년 5월에는 약 68만 명

에 이른다.

(2) 단시간 근로(부분 실업)의 증가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은 완전 실업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

다. 노동시간 단축인 부분 실업의 규모로도 나타난다. 몇 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2020년 4월 말 1,010만 명의 노동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했는데(2009년에는 330만 명이 신청), 이는 독일 노동력의 약 1/4에 해

당하고, 프랑스는 2020년 5월 중순 1,270만 명의 노동자가 부분 활동 급여를 

수급했다고 보고되는데, 이는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의미한다(Eurofound, 

2020a). OECD 전체적으로 약 6,000만 명의 노동자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독일의 Kurzarbeit, 프랑스의 Activité partielle 등) 급여를 청구하였는

데, 2020년 5월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종속노동자의 66%, 프랑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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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탈리아와 스위스 40% 이상,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 영국 30% 

안팎, 미국은 종속근로자의 0.14%로 보고된다(OECD, 2020b).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간 축소는 네 가지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ILO, 

2020a). 첫째, 위기 이전에 비해 평균 주당 노동시간 감소를 의미하는 ‘노동시

간 단축’이다. 둘째, 실직이 아니고 고용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거나 일시적 결

근 상태인 ‘고용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음’이다. 셋째, 고용 가능하고, 구직 중

을 의미하는 ‘실업’이다. 넷째, 노동시장으로부터 철수를 의미하는 ‘비활동’ 

(Inactivity)이다. 

영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한

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의 증가폭이 크다(ILO, 2020a).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모두 실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노동시간 손실의 분해는 실업에만 초점을 맞

추는 것이 코로나 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측정할 수 없

음을 보여주는데, ‘비활동’과 ‘실업’의 차이가 이번 위기로 인해 모호해졌음을 

보여준다(ILO, 2020a). 이번 국면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는 비활동과 

실업의 구분이 흐릿해져 비활동이 제외된 실업률의 한계가 보다 부각된다.

네 가지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영향이 가장 크다. 특히 연예, 호

텔/레스토랑, 스포츠/레저, 교통 등 사회적 모임과 물리적 근접성에 의존하는 

분야가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음으로써 이 산업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Fana et al., 2020). 이어 록다운과 셧다운 두 가지를 포

괄하는 봉쇄 규제조치들로 인해 필수 서비스 및 필수 부문(농업, 의약품 생산, 

유틸리티, 교통, 보건 및 일부 소매업)과 비필수 부문(레저, 환 업hospitality) 

간에 차별화되어 비필수 서비스는 폐쇄, 중단, 제한의 상이 됨으로써 이 산

업부문에서의 노동시간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Eurofound, 2020a). 그러나 

필수 서비스 및 필수 부문에 해당하는 노동시간 손실이 없다고 오인하여 과해

석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물리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이민자 노동자가 노동의 상당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농업 부문의 경우 필

수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손실이 큰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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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의 이중화

최근의 역사에서 팬데믹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Furceri et 

al., 2020). 취약계층은 코로나19의 고용 축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들이

기 때문에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으로 추정된다(Eurofound, 

2020a). 실제로 코로나19에 의해 특별히 더 불리한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N, 2020b). 다차원적 빈곤과 불평등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데, 세계은행 연구진들은 빈곤층이 2019년 6억 3,200만 명에서 2021년에는 

7,000만~1억 명이 증가(1998년 이후 최초의 증가)하여 7억 4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한다(Mahler et al., 2020). 일을 해도 여전히 빈곤한 근로빈

곤층이 최  3,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제기된다(ILO, 2020f). 위험

의 이중화로 제기되는 가장 표적인 집단은 청년, 여성, 비전형 및 불안정 노

동자, 빈곤층이다. 

(1) 청년 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청년 세 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심하게 타

격을 주고 있다(ILO, 2020b).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

다. 하나는 청년 세 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성인보다 노동시장에서 불안

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불안정성은 코로나19

로 인한 위험이 이미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청년 세 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켰

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청년 세 의 불안정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

째,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청년 실업률은 성인의 3배였다(UN, 2020b). 청년 

세 는 고용 상태가 아니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율이 위기 이전에 전 세계 청년의 1/5에 달했다(ILO, 2020b). 둘째, 청년 

세 는 소득과 일자리 상실에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성인 근로자(25

세 이상)는 60% 정도가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 청년 노

동자는 77%(3억 2,800만 명)가 비공식 고용에 속해 있었다(ILO, 2020b). 비

공식 고용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조합 표성이나 고용관계를 통한 보호

가 약한 것이 특징인데, 청년의 비공식성 비율(informality rate)은 저소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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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95% 이상,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91.4%에 달하며, 이는 성인(25

세 이상)보다 8%p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비공식성의 또 다른 반영으로서 

청년들은 자영업 종사 비율이 높다. 자영업 범주에는 성공한 기업가도 포함되

지만 근로빈곤층이나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청년도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39.8%의 청년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ILO, 2020b).4) 

셋째, 청년 세 의 소득은 프라임 연령  성인(25-54세)보다 낮고 소득 충격

(income shocks)에 더 취약하다. 64개국 (전 세계 청년 피고용인의 30% 차

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성인의 시간당 임금이 청년보다 71% 더 

높았는데, 청년이 저임금 부문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고 연공서열이 적다는 점

이 반영된다(ILO, 2020b). 

이러한 불안정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첫째, 청년 세 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부문인 숙박업이나 음식 서비스업 등에 상 적으

로 높은 비율로 고용되어 있어,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OECD, 

2020b).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전 세계 1억 7,800만 명의 청년이

(청년 노동자의 40% 이상)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4개 부문에서 일하

고 있었다(ILO, 2020b). 특히 타격이 가장 심각한 4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

의 3/4 정도(1억 3,100만 명)가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저소득 국가

보다도 중상위 소득 국가의 청년의 경우 더 규모가 크고, 5,400만 명의 비공

식 고용 청년이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ILO, 2020b). 

둘째,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ILO, 2020b). 2020년 2월~4월 성인 실업률은 6%p 조금 넘게 증

가했지만, 청년 남성은 14.3%p, 청년 여성은 20.4%p 실업률의 증가를 기록

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청년 남성(16-24세)의 실업률은 2020년 2월~4월 사

이 8.5%에서 24.0%로 증가하였고, 청년 여성의 실업률은 7.5%에서 29.8%로 

증가하였다. 다른 국가들(호주, 중국, 아일랜드,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4) 청년 세 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 10.8%에서~ 아프리카 

70.1%로 매우 다양하다(ILO, 2020b: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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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 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2020년 2월~4월 

사이,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호주 7.1%p, 캐나다 11.7%p, 한국 1.9%p, 

미국 7.5%p 감소하였다(ILO, 2020b). 25세 이상 성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감

소는 한국 0.4%p~캐나다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세 에 비해 상

적으로 위험에 덜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ILO, 2020b).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세 의 불안정성 가중은 청년 중 특히 올해 졸업생들

이 ‘코로나 계층(Class of Corona)’이라 불리며 별다른 고용기회도 갖지 못하

고 학교를 졸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된다(OECD, 2020b).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 OECD 국가들에서 30세 미만 청년이 차지한 일자리 중 10%가 

파괴되고 회복은 매우 느렸는데, 이후 청년 실업률이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보고된다. 그마저도 비고용, 저임금, 과소 고용

(under employment)이 증가하였다(OECD, 2019). 특히 학업 이후 초기 노

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경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위기는 고용과 소득 

전망에 오랜 흉터효과(scarring effects)를 남긴다(Bell and Blanchflower, 

2011; Nilsen and Reiso, 2011; Schmillen and Umkehrer, 2017). 불리

한 여건 때문에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려는 초기 시도에서 실패하거나 학력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정착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흉터효과를 낳는다. 코로나

19 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이전의 불황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감안할 때, 

2019/20 학년 동안 고등학교나 학교를 졸업하는 불운을 겪는 청년들이 장

기간의 임금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향후 몇 년 동안 더 적은 

일자리를 두고 더 큰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ILO, 2020b). 

청년들의 불안정성은 청년 세 의 정신 건강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국제노

동기구가 청년을 위한 질좋은 일자리에 한 글로벌 연구소(Global Initiative 

on Decent Jobs for Youth)의 파트너들과 청년과 코로나19의 영향에 한 

글로벌 서베이를 수행하였는데, 112개국의 12,000명 이상의 청년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4의 청년이 근로시간 축소(하루 평균 2시간의 노동

시간 감소)를 경험하였고, 42%가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는데, 교육 기회 

및 시간, 근로시간, 소득의 축소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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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17%의 청년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LO, 

2020g). 

(2) 여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부문은 중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남성 우위 부문이었던 반면, 코로나19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은 여성 우위 부문인 것으로 나타난다(Eurofound, 2020a: 6). EU 

국가들에서 2020년 3월 여성의 실업률은 4.5% 증가하였고 남성은 1.6% 증가

하였는데,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도 여성은 남성보다 약해서 더 쉽게 일시

해고(lay off)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0b). 코로나19 위

기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격차는 2019년 기준 참가율에서 27%로 추정되

고, 임금 노동자 중 성별 임금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20% 내외로 지속되고 있

었다(ILO, 2020a). 최근 코로나19의 위기는 그동안의 젠더 평등의 성과를 되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여성 노동자에게 이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다. 첫째, 여성의 상당수가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1,000만 명, 전체 취업 여성의 40%가 감염

병으로 인해 심각하게 타격받는 부문인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사업 및 행정 활동, 제조업 부문에서 일한다. 취업 남성의 36.6%와 비

교하여 상 적으로 높다(ILO, 2020a). 또 다른 통계로는 명령(decree)에 의해 

폐쇄된 부문의 고용에서 여성이 56%를 차지한다(Eurofound, 2020a: 7). 예

를 들어 관광 관련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전체 고용의 약 10%를 담당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 관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관광 관련 노동력은 더

욱 영향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관

광 산업, 특히 이 분야의 저임금 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었고(UN, 2020b), 

OECD 평균적으로 여성이 식음료서비스부문 고용의 53%, 숙박서비스업의 

60%, 소매업의 62%를 차지한다(OECD, 2020b).

둘째,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봉쇄조치에 매우 취약하다. 6월 4일 

기준 전 세계 가내 노동자의 72.3%인 5,500만 명이 직장과 소득을 잃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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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했으며, 이는 직장폐쇄와 사회보장 포괄성의 부족에서 기인한다(ILO, 

2020a). 가내 노동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6,700만 명이 넘는 가내 노동자

가 있고, 이들 중 75%가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80%는 이민자이며, 

부분은 여성으로서, 이들은 비공식 고용의 특성상 상병수당, 산재급여, 실업급

여 등의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UN, 2020b). 

셋째, 보건 및 사회사업(health and social work) 노동자의 절  다수는 

여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보건 및 사회사업 종사자의 70% 이상을 차지

하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건 인력의 약 80%를 차지한다(ILO, 2020a).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다루는 보건 종사자들은 고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

어 있다. 여성은 전 세계 보건 인력의 2/3(Boniol et al., 2019; OECD, 

2020b에서 재인용), OECD 장기 요양 인력의 90%를 차지한다(OECD, 2020d; 

OECD, 2020b에서 재인용). 

넷째,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동안 늘어난 돌봄 수요의 불평등한 분배가 여성

들에게 이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평상시에 여성들은 모든 

무급 돌봄노동의 약 3/4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아교육 시설, 돌봄서비스, 학교

가 문을 닫고 친지들이 도움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편모(전 세계 편부모의 

78.4%는 편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ILO, 2020a). 돌봄 노동자들은 특히 

취약한 노동자로 이들 중 60~70%가 여성이며 임금이 낮고 비공식적 고용이 

많고 인지도가 거의 없는데, 이들 중 다수는 일을 중단했거나 건강 위험에 취

약했다(UN, 2020b: 11). 무급 돌봄 노동은 위기 이전에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이 담당했는데 팬데믹 폐쇄 동안 증가하였고, 이는 여성의 고용 접근을 

막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UN, 2020b; OECD, 2020b). 

위험의 이중화를 겪고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더 큰 위험에 직면하

게 된다. 여성은 노동시간, 연공서열, 급여면에서 남성보다 더 취약하고 더 쉽

게 해고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19 여파가 여성이 상 적으로 과 고용되어 

있는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은 소득상실에서도 남성보다 더 취약해

졌다.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낮고 빈곤율은 

더 높은데(OECD, 2020f; OECD, 2020b에서 재인용), 여성의 경우 일시적인 

소득 상실을 완화해주는 부(wealth)도 남성보다 더 적게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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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minska et al., 2010; Schneebaum et al., 2018; OECD, 2020b에서 

재인용). 게다가 비공식 고용이 높아 사회보장에서도 배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 여성은 상 적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고용 변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고용 변화(%)

자료: ILO(2020a), ILOSTAT database.

<그림 2> 주요 국가의 젠더별 고용 변화

(3) 비정규 노동자, 비공식 노동

최근 노동시장에서 누구보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계층은 비정규 노동

자와 비공식 경제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의 불안정성은 코

로나19 팬데믹에서 더욱 가중된다. 비정규 근로자는 OECD 유럽 국가들의 봉

쇄조치로 인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문의 총 고용의 40%를 차지한다

(OECD, 2020b: 42). 

한시계약 노동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집단 중 

하나이다. 프랑스에서 2020년 3-4월 신규 실업급여 청구는 전적으로 한시 파

견노동자와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한시 노동자에 의한 것이다(DARES, 2020; 

OECD, 2020b에서 재인용). 

자영업자는 헤어디자이너 같은 개인서비스업뿐만 아니라 환 업(hospitality)

이나 문화 부문 등 작업장 폐쇄나 영업 제한을 당한 산업 분야에서 과 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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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록다운이 시행된 초기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자영업자의 48%가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했고(노동자는 27%)(Von Gaudecker et al., 2020), 영

국의 자영업자 중 75%가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다(월급 노동자는 25% 미

만)(Adams-Prassl et al., 2020). 

비공식 노동자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조치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가내 노동 등에 상당수

가 고용되어 있고, 이들은 종종 어떠한 소득지원에도 접근할 수 없다(OECD, 

2020b). 2020년 현재 20억 명 이상의 근로자가 비공식 경제에서 생계를 유지

하고 있다(ILO, 2020h). 비공식 고용은 전 세계 노동의 62%를 차지하는데, 

저소득 국가에서 전체 고용의 90%, 중간 소득 국가에서 67%, 고소득 국가에

서 18%를 차지한다(ILO, 2018). 위기 첫 달 이들의 수입은 전 세계적으로 

60%(아프리카와 중남미 8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상 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은 전 세계적으로 34%p 증가가 예상된다(UN, 2020b). 이

들은 또한 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없이 고객이나 동료와의 강한 상호

작용을 수반하므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ILO, 2020h). 

플랫폼 일자리도 팬데믹 국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몇몇 플랫폼 일자리

는 제한조치로 인해 수요가 많아진 부문(음식배달 등)에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경제충격에 취약한 부문 중 하나이다. AppJobs(AppJobs 

Institute, 2020)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25%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모습들은 이미 취약한 집단이 경제 위기에서 가

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OECD, 2020b: 40).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

장 늦게 고용된다(first out, last in)’는 원칙은 주로 장애인 고용에서 사용되

어 온 수사였는데, 이제 이 수사는 불안정 노동 전반에서 사용된다. 

(4)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빈곤층

저학력 노동자가 위기의 초기 국면 동안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 원격 근로

가 불가능한 일자리에서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른바 ‘최일선 노동자

(frontline workers)’는 평균적으로 전체 노동력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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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Blau et al., 2020; Fana et al., 

2020).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소득 상위 사분위(top earnings quartile)

에 속하는 노동자가 하위 사분위(bottom quartile)에 속하는 노동자에 비해 

집에서 일할 가능성이 평균 50% 더 높고,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은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20b).

또한 빈곤층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UN, 2020a)에 

따르면 현재 8억 2천만 명의 세계 인구가 이미 식량 비보장에 처해 있는데, 이

중 1억 3,500만 명은 위기와 위급 상태 이상에 처해있다. 2020년 말까지 1억 

3,000만 명이 추가적으로 이 범주에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전세계 경제 생산량이 8조 5천억 달러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 추정

에 기반하면 2020년 극빈 인구는 약 4,900만 명에 달하고, 2030년까지 추가

로 1억 3천만 명이 극빈층에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

리와 소득의 감소는 40개국 2억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125개국 8억 명 

이상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2020년 전 세계 송금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이외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아와 영양

실조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은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4억 9,000만 명, 배제된 

국가 정책이나 적절한 문서 미비로 포함되지 않은 7,000만 명의 난민, 실향민, 

망명자가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폐쇄 상태가 되면서 도시 빈곤층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다.

Ⅳ. 노동시장의 문제 및 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 유형

팬데믹 상황에 한 응으로 국가들이 취한 전략은 다양하지만 두 가지 점

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경제 및 노동시장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례없

는 재정 투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Eurofound, 2020a). 독일은 코로나19 

조치로 인한 즉각적인 재정 증가가 2019년 GDP의 10%로 추정되고(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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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0), 세금유예, 유동성 및 기타 보증의 형태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

면 (잠재적으로) GDP의 5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Eurofound, 2020a). 

다른 하나는 전례없는 위기에 해 전례없는 응책들이 상당수 시도되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0.2.1.~8.11. 사이에 208개 국가 및 영토가 코로나

19 위기에 응하여 최소한 1,298개의 사회적 보호 책을 발표하였는데(전

체 응률 92.4%, 222개국ㆍ영토 중) 이 중 새로운 제도나 급여의 도입이 

56.7%에 달한다(ILO, 2020e).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국한시켜도 약 60%의 

제도가 새로운 조치로 분류된다(Eurofound, 2020a).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위험의 이중화에 한 응 방

식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제도

적 응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와 사람들의 삶에서의 소득보장을 어떻게 해결하

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각 국가의 제도적 응은 크게 고용에 기반한 소득보

장 정책과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용에 기반한 소득보장

각 국가들이 도입한 정책 유형으로서 고용에 기반한 소득보장 정책은 크게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고용유지지원, 유급 상병 휴가 및 상병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코로나19 위기와 그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가 예상되자, 상당수의 국가들이 실업보험을 더 관 하게 조정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실업급여를 도입하는 조치들을 취했다(OECD, 2020b; Eurofound, 

2020a; ILO, 2020e). 제도를 보다 관 하게 조정하는 방식은 크게 실업보험

에서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 최근 몇 개월(기준 기간) 중 특정 기간 이상의 최

소 고용 기간이라는 요건을 최소 고용기간을 축소하거나 기준 기간을 확 하

여 급여 접근성을 상향하는 방식과 급여기간을 확 하거나 급여수준을 높이는 

급여의 관 성을 높이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확 로도 포괄되지 



산업노동연구 26권 3호

－ 94－

않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비기여 실업급여 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제도 변경
제도 

신설

및

상 

확

세부 내용

수급조건 완화
급여 기간, 

수준 확

최소 

요건 

축소

기준 

기간 

확

급여 

기간 

확

급여

수준 

상향

호주 ⋁

∙ 실업급여인 “Jobseeker Payment”를 

포함한 소득지원 수급자에게 6개월 

간 격주로 AUD 550의 “코로나19 

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 

도입

오스트리아 ⋁ ⋁ ⋁

∙ 2층 실업급여(Notstandshilfe)의 

급여액을 1층 

급여(Arbeitslosengeld)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 급여기간 코로나19 위기 

종료시까지 연장

∙ 개인 인터뷰가 필요 없는 온라인 

신청 제도 시행

캐나다 ⋁ ⋁

∙ 긴급 응급여(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신설. 코로나19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1층 

실업보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최근 

그 청구가 소진된 이들에게 최  

16주 동안 주당 CAD 500 지급. 

중국 ⋁
덴마크 ⋁ ∙ 수급기간 3개월동안 동결

핀란드 ⋁ ⋁
∙ 최소 근로기간을 26주에서 13주로 

감소

∙ 일시해고자에게 소득비례 실업수당 

급여 기간 연장

<표 3> 주요 국가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확대 및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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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제도 

신설

및

상 

확

세부 내용

수급조건 완화
급여 기간, 

수준 확

최소 

요건 

축소

기준 

기간 

확

급여 

기간 

확

급여

수준 

상향

프랑스 ⋁ ⋁ ⋁ ⋁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이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 예외적 허용

∙ lock-down 기간 동안 권리를 상실한 

간헐적 노동자 및 문화 부문 

종사자는 자격요건 산정에서 면제

∙ 신규 급여 청구자의 수급자격 기준 

기간을 없앰

∙ 급여기간 코로나19 위기 

종료시까지 연장

독일 ⋁ ∙ 5월부터 12월 사이 만료예정인 

급여 기간을 3개월 연장

그리스 ⋁ ∙ 2020년 1/4분기 실업급여 만료예정인 

수급자의 급여 기간을 2개월 연장

아일랜드 ⋁

∙ 코로나19 팬데믹 실업급여(COVID-19 

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신설. COVID-19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6월 8일까지 주당 

EUR 350 지급. 다른 실업급여와 

양립 가능.

뉴질랜드 ⋁ ⋁

∙ 구직자 지원(Jobseeker Support)” 

급여액을 주당 NZD 25만큼 인상

∙ ‘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신설. COVID-19로 인해 2020년 3월 

1일~10월 30일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이전의 근로 

시간(previous hours worked)에 따라 

차등화된 급여 지급. 파트너의 

근로소득에 한 자산조사가 수반. 

다른 주요 급여 수급과는 양립할 

수 없음(선택 가능). 비과세.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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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제도 

신설

및

상 

확

세부 내용

수급조건 완화
급여 기간, 

수준 확

최소 

요건 

축소

기준 

기간 

확

급여 

기간 

확

급여

수준 

상향

노르웨이 ⋁ ⋁ ⋁

∙ 수급자격 최소 소득 기준 

일시적으로 완화

∙ 만료예정인 급여 기간을 3개월 연장

∙ 급여 소득 체율 62.4%에서 80%로 

상향(월소득 NOK 24,966이하일 경우)

스페인 ⋁ ⋁

∙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중단/감소를 

당한 노동자의 최소 기여 기간 면제

∙ 공공고용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확

∙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로 급여 기간 

확 .

스웨덴 ⋁ ⋁
∙ 급여 수급조건에서 고용요건 완화

∙ 2020년 말까지 100일 동안 

실업급여 하한액(약 30%)과 

상한액(약 40%)을 인상

스위스 ⋁ ⋁ ∙ 수급자격 기준 기간 2배로 연장

∙ 만료예정인 급여 기간을 120일 연장

영국 ⋁ ∙ 2층 실업부조(Universal Credit)를 

주당 GBP 20 만큼 인상

미국 ⋁ ⋁

∙ 실업급여 최  수급기간을 9개월로 

연장

∙ 4개월의 최  수급기간으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최  4개월 동안 주당 USD 600 

만큼 인상

자료: OECD(2020b), Eurofound(2020a), Eurofound 「COVID-19 EU PolicyWatch database」 사이트 https://www.
eurofound.europa.eu/data/covid-19-eu-policywatch, 및 ILO의 코로나 사회보장 정책 집계 및 통계데이
터 사이트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ShowWiki.action?id=3417를 참조하여 재구성.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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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 지원 제도

고용유지 지원 제도(Job retention schemes)는 인건비 보조를 통해 기업

의 인건비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일자리를 보존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이 단축되

는 노동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해 임금을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단시간 근로 지원(short-time work, 

STW) 제도와 일한 시간에 해 임금 비용을 보조해주는 임금 보조금 제도

(wage subsidy schemes)가 표적이다(OECD, 2020b).5) 

(1)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

고용유지 지원 제도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치

는 여파를 억제하고 규모 해고를 피하게 하는 주요 정책 도구 중 하나다. 유

럽 29개국(EU 회원국 27개국, 노르웨이, 영국)에서 취해진 고용보호 조치들 

중 약 70%는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urofound, 

2020a). 특히 독일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단시간 근로 제도

를 통해 약 58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에 기초하여(Hijzen 

and Martin, 2013) EU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Eurofound, 

2020a).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 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

였고, 2020년 4월 2일 유럽 위원회 의장 우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회원국들의 단시간 근로 제도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 유로의 새로운 기금 창설을 발표하였다(Eurofound, 

2020a: 25). 이를 통해 유럽에서 2020년 4월 말 현재 5,000만 명(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전체 노동자의 약 1/4)의 노동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Müller and Schulten, 2020). 단시간 근로 제도 급여를 받거나 신

청한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력 비 스위스 48.1%, 프랑스 47.8%, 이탈

리아 46.6%, 룩셈부르크 44.4%,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은 30% 이상,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독일은 20~30%, 불가리

5) 단시간 근로 제도는 노동시간은 줄어들지만 노동자는 해고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노동자 소득 지원에 도움을 주는 제도

이다(Eurofound,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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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존재

제도 
신설

임금
체율
(%)

급여
기간
(월)

제도 변경 및 신설 내용

오스트리아 ⋁ 80-90%
3개월

(6개월)

∙ 코로나19 기간동안 최  급여기간을 3개월 

추가하여 6개월 가능

∙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벨기에 ⋁ 70% 4개월
∙ 화이트칼라 노동자,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덴마크 ⋁ 100% 3개월 ∙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핀란드 ⋁ 50-90% 13개월 ∙ 1인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프랑스 ⋁ 70% 12개월

∙ 비전형 노동자의 범주 확 (시간제 근로자, 

재택근무자, 견습생, 재량근로(forfait jours)를 

포함시킴)

독일 ⋁ 60-87% 12개월

∙ 노동력의 10%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게되면 신청가능(이전에는 30%)

∙ 1인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그리스 ⋁ % 1개월 ∙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아일랜드 ⋁ 100% 3개월

이탈리아 ⋁ 80%
3개월

(12개월)

∙ 코로나19 기간동안 최  급여기간을 9개월 

추가하여 12개월 가능

∙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네덜란드 ⋁ 100%
3개월

(6개월)

∙ 코로나19 기간동안 최  급여기간을 3개월 

추가하여 6개월 가능

∙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노르웨이 ⋁ 80-100%
0.5개월

(6.5개월)

∙ 코로나19 기간동안 최  급여기간을 6개월 

추가하여 6.5개월 가능

∙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스페인 ⋁ ⋁ 70% 6개월

∙ 코로나19로 일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등록 가내 노동자에게 적용가능한 제도 

신설

∙ 프리랜서를 수급 상자에 포함

스웨덴 ⋁ 92.5-96%
6개월

(9개월)

∙ 코로나19 기간동안 최  급여기간을 3개월 

추가하여 9개월 가능
스위스 ⋁ 80% 12개월
영국 ⋁ 80% 4개월 ∙ 자영업자를 수급 상자에 포함

미국 ⋁ 50-100% 4개월
∙ 다양한 이유로 신청이 거의 없음. 미국 정부는 

이와 다른 출제도(PPP) 도입
일본 ⋁ 80-100% 3개월 ∙ 적용범위 확 ,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국 ⋁ 50-66.6% 6개월

자료: OECD(2020b), Eurofound(2020a), Müller and Schulten(2020), ILO의 코로나 사회보장 정책 집계 및 
통계데이터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ShowWiki.action?id=3417를 참조하여 재구성

<표 4> 주요 국가의 단시간 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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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는 

20% 이하로 추정된다(Müller and Schulten, 2020). 

그동안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기타 자영업자, 임시계약 노동자 등은 단시

간 근로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보호 정책에 거의 접근할 수 없었다(OECD, 

2020e).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 상 집단이 영향을 크게 받

았기 때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예전에는 불가능했을 소득보장 제도들을 도

입하거나 수정하였다(Eurofound, 2020a). 유럽 국가들은 1인 자영업자(핀란

드, 독일, 룩셈부르크, 폴란드), 프리랜서(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노르

웨이, 폴란드, 스페인), 자영업자(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그리

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

아, 영국)를 단시간 근로 제도 안으로 포괄하는 조치를 도입하였고, 오스트리

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는 예술가 및 창작활동에 종사

하는 이들을 특화하여 포함하였다. 스페인은 팬데믹으로 일이 완전히 또는 부

분적으로 중단된 등록 가내 노동자(registered domestic workers)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급여 상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급여 기간을 3개월에

서 6개월 추가하여 확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 임금보조금 제도

임금보조금 제도는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보다 시행하기가 더 쉽고 기업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표적화는 약한 경향이 

있다. 임금보조금은 기업의 사업활동이 심각하게 감소(일반적으로 20-30% 정

도)한 경우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평상시 여러 영어권 국가들은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를 거의 활용되지 않았

으나, 코로나19 시기에 표준적인 임금보조금(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한 보

조금)과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 더 일반적으로는 단축된 시간 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통상 근로소득의 일부를 

포괄하기 위해 일시적인 임금보조금을 도입하였고, 캐나다의 경우 통상 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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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의 75%의 임금 체율의 임금보조금을, 아일랜드는 근로자의 임금별로 

차등화한 임금 보조금을 도입하였다(OECD, 2020b). 네덜란드는 기존의 단시

간 근로 지원 제도를 일시적인 임금보조금으로 체하였다. 이 임금보조금은 

전통적인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에서처럼 노동시간 감소가 아니라 매출 감소

에 비례하여 매출이 25% 감소한 경우 근로소득의 22.5%부터, 매출이 전적으

로 감소하여 0이 된 경우 근로소득의 9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피고용인

은 평소 근로소득의 100%를 계속 받게 된다(OECD, 2020b). 

이들 국가가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보다 일시적 임금보조금을 선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OECD, 2020b: 64), 첫째,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이들 국

가는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 경험이 거의 없고,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만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지만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둘째, 이들 국가에서는 전형적으로 기업의 정

리해고 비용(layoff costs)이 상 적으로 낮아서, 상당한 절차적 비용이 드는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다. 셋째, 임금보조금은 근로

시간에 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들은 높은 근로시간을 계속 유지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3) 유급 상병휴가 및 상병수당

이전과 달리 이번 위기는 건강 비상사태로서 유급 상병휴가(paid sick 

leave) 또는 상병수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유급 상병휴가는 소득 보호

의 역할과 감염된 노동자가 격리/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팬데믹

의 영향과 전염으로부터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급 상병휴가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로 운영하는 국가

들이 많아서 사각지  문제가 발생한다(Eurofound, 2020a: 40-41). 기여 기

록이 급여를 수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험 방식의 제도에서 이들은 보

장받지 못한다. 특히 한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유급 상병휴

가 또는 상병수당에 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현재 유럽에서 시간제 한시 노동

자의 10%, 전일제 한시 노동자의 5%, 자영업자의 40% 정도가 상병급여에 

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몇몇 국가는 기기간을 두어 즉각적인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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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는 유급 상병휴가 초기에 상병수

당의 지급을 급여 수급 초반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병수

당의 비용은 사용자에게도 어려운 이슈로 제기된다(Eurofound, 2020a). 고용

주는 부분의 국가에서 5-15일 동안,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

서는 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는 2년 동안 지급 책임이 

있다(OECD, 2020b).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유급 상병휴가의 접근성을 확 하는 새로

운 조치를 도입하였다.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첫째, 격리/자가격리가 필

요한 이들을 위한 조치, 둘째, 코로나19의 특별 위험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

는 조치, 셋째,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조치, 넷째, 

급여에 한 접근성 확 ( 상 추가 또는 기간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다

(Eurofound, 2020a: 40-41). 이러한 조치들은 팬데믹 동안 이전 시기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가격

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잠재적으로 감염된 근로자가 자가격리할 수 있도

록 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OECD, 2020b). 또한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

의 일자리를 보존하여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제도와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에 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초기 실업보험 청구건수로 측정된 

2020년 3월 8일에서 4월 25일 사이의 미국의 일자리 감소는 법정 유급 상병휴

가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주정부(state)에서 더 컸다(Chen et al., 2020). 

OECD 38개국 중 16개국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에 해 상병휴가 급여 

자격을 확 하였다(OECD, 2020b). 핀란드, 프랑스, 호주, 스페인,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한국 등은 새로운 유행병 관련 급여를 도입하였다. 특히 한국

은 의무적인 유급 상병휴가 제도가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 상병휴가 제도를 예외적으로 제공한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은 기존 기기간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10개국 이상이 신고 절차 간소화하였으며, 8개국은 보건 근로자에 

해 코로나19를 직업병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스페인은 모든 노동

자에 해 코로나19를 직업병으로 인식하여 보상한다. 또한 의무 격리 상자

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유급 상병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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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분의 조치들은 실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거나 강제격리 중인 

이들에게로 한정되어 있고, 고용계약의 특성 상(일의 양이나 근로시간의 양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등) 상병휴가 지급에서 배제된 이들은 체로 여전히 무자

격 상태로 남아있다(OECD, 2020b).

2. 고용 조건 없는 소득보장 

고용 관련 소득보장 정책은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는 코로나

19 위기 발생 직전 혹은 시작 시점에서 고용되어 있었을 것, 다른 하나는 그 

고용이 공식 경제에서 이루어졌고 동시에 사회보험과 같은 기여형 제도의 

상자 적격성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형태였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했거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혹은 비전형 고용(초단시간 근로, 한시근

로, 호출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 등)이었을 경우, 또는 경제활동인

구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등은 고용보장을 통해 소득보장을 달성하

기 어렵다. 사회보험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고용보장을 통한 소득보장이나 저축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을 수 없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은 직업과 생계를 

잃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배고픔으로 죽느냐, 바이러스로 죽느냐”라는 현실

적인 딜레마로 표현된다(ILO, 2020h: 1). 2020년 현재 20억 명 이상의 근로

자가 비정규 근로를 포함한 비공식 경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고, 이들의 상 적 빈곤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21%p 이상, 고소득 국가

에서 52%p, 중하위 국가에서 56%p 이상 증가할 것이라 추정된다(ILO, 

2020h).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특히 위험의 이중화를 겪고 있는 여성, 청년, 

비정규 노동자, 빈곤층에게서 가중되어 나타난다.

코로나19의 1차 규모 파동과 폐쇄조치가 시작되고 유럽연합은 규모의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응답자의 38%는 재정 상황에 해 비관적이라고 

응답하고, 4월 시점에서 응답자의 56%가 3개월 이상 소득 없이 버틸 수 없다

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가구의 절반 정도가 현재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Eurofound, 2020c). 고용에 기반한 소득보장만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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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고용이력 및 기여에 기반한 사회

보험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을 확 하거나 도

입하였다. ILO(2020e)는 2020년 8월 11일까지 각국에서 취해진 1,298개의 

코로나 응조치를 분석하였는데, 이들 조치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수당이

나 보조금과 관련된 조치가 16.1%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나 일자리 보호

(13.3%), 실업보험(10.7%), 상병급여조정(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급여 도

입이 170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노동자 및 가족 지원(165개), 기존 

제도의 급여수준 증가(95개), 임금 보조금 도입(85개), 커버리지 확 (8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한 응책으로 도입된 제도들 중 75.4%

는 비기여 제도이다(ILO, 2020e). 특히 현금급여 방식의 소득보장 정책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국가들마다 그 지원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

(Gentilini et al., 2020).

1) 새로운 방식의 보편적 소득보장

일부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위기에 한 정책적 응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첫째, 위

기 동안 생계 문제가 발생한 이들에 한 즉각적 구제의 필요성과 둘째, 어떤 

사람도 아무런 지원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OECD, 

2020b). 특히 그동안 보편적 기본소득에 한 반  근거로 제기된 근로동기를 

해친다는 것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덜 중

요하게 간주되었다. 근로유인을 유지하고 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폐쇄조치 기간에는 2차적인 문제였고, 각국이 불확실성

이 높은 위기 국면에서는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고,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Furman, 2020). 그리고 현 

국면에서 도덕적 해이에 한 우려나 비판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한 우려 때

문에 정책 응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Wyplosz,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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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미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가 

일시금 형태로 시행되었다. 표적으로 미국은 3월 13일 「스태포드 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42 U.S.C. 

5121-5207, Stafford Act)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선언

으로 500억 달러의 연방 재난구호기금을 주정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 후인 3월 27일에「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제, 경제적 보장에 관한 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을 

공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응하기 위해 기업에 5천억 달

러, 개인과 가족에 한 2천 500억 달러 현금 지원, 그리고 병원과 의료시설

에 한 2천 300억 달러 지원 등 총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

다(김유정 외, 2020). 개인과 가족에 한 지원은 연소득 75,000 달러(부부는 

150,000 달러) 이하의 모든 시민에게 1,200 달러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

으로, 이는 상위 5%만을 배제하는 방식의 규모 현금이전 정책이다. 일본은 

모든 거주자에게 100,000엔 정액으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200만 가구 전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2) 추가적인 선별적 소득보장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 위기와 경제 위기는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험의 이중화를 보여주었다. 이에 해 각 국가

들은 긴급조치로서 의료접근성, 안전한 가정유지, 과도한 부채 예방 등을 위해 

일시적인 추가 조치들을 도입 및 확 하였다(Eurofound, 2020a). 

첫째, 안전한 가정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임 계약 안정화, 임 료 및 주택담

보 출 지불 연기,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 보장, 주택 수당 및 주택 프로그램 

확  등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였다(Eurofound, 2020a). 예를 들어 오스트리

아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에서 비롯된 임 료 연체 등을 이유로 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고, 아일랜드의 경우 코로나19 기간동안 임  계약 

만료 통지를 동결시켰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은 임 료 연

체 시 법정 퇴거 조치를 못하도록 퇴거를 연기시키고, 임 료 채무 지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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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 금융제도를 신설하거나(스페인, 아일랜드), 세입자에게 직접 임 료를 

지원하거나(스페인), 자산조사 방식의 임 료 지원(아일랜드)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과도한 부채 예방을 위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한 부

채 지급정지 조치(오스트리아, 헝가리, 라트비아)나 지방의회세 경감(영국) 등

이 시행되었다(Eurofound, 2020a).

셋째, 가족기금의 증가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Eurofound, 2020a).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

등지원된다.

넷째, 최저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는 소

득조사 또는 자산조사를 중단하거나 완화하고,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Ⅱ에 한 

모든 자산조사를 중지하고 소득조사를 완화하고 모든 주거비용의 변제를 허용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OECD, 2020b). 

이와 별도로 몇몇 국가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현금 이전 정책을 도입

하였다(OECD, 2020b). 오스트리아와 영국은 소득 체율 80%의 현금 급여를 

도입하였는데,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

다. 자영업자는 이전(previous) 소득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액 급여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

르투갈, 슬로베니아)나 일시불 이전(콜롬비아, 체코, 프랑스, 그리스, 그리스) 방

식의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정액급여나 일시불 급여 모두 급여 수준이 높

은데, 이탈리아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600유로의 비과세 정액 급여를, 독일은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보충급여를 10명 이하 소기업에 최  15,000유로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였다. 비공식 노동자와 서류 없는 이민자(undocumented 

migrants)를 표적화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

득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축산 혁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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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업, 상호연관된 지구화된 세계의 시스템의 작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되는 맥락과 조건을 분석하고, 코로나19가 경제 순

환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위험의 일반화와 위험의 이중화로 드러난 양상

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한 각국 정부의 응으로서 고용에 기반한 소득보

장 정책과 고용 조건이 없는 소득보장 정책을 분석하였다. 각 국의 정책들은 

위험의 일반화와 위험의 이중화를 기준으로 고용에 기반한 소득보장 정책과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득보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위험의 일반화

와 위험의 이중화, 두 가지 양상에 모두 응하는 방식으로 보다 보편적이고 

관 한 소득보장 정책들로 기존 정책들을 수정하거나, 위험의 이중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상에서의 소득보장 체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위험의 일반화와 위험의 이중화에 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관

한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확장되거나 도입된 정책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코

로나19가 발생하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 미국 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백신 혁신을 통한 팬데믹 인플루엔자

의 충격을 완화하기에서 미국에서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

한 커다란 보건의료 위기와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9). 이러한 위기에 한 응은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말해주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팬

데믹은 구조적 위기의 표현으로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정도

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루엔자 연구의 권

위자인 데이비드 모렌스와 제프리 타우벤베르거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팬데믹

이 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여러 번 일으키면서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 본질적으로 빈틈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 이러한 불

확실성으로 인해 독감 유행은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예방할 수 있는 적절

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Morens and Taubenberger, 2011).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단기간에 폭적인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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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확 와 도입을 이루어냈다. 이는 규모 위기가 가져온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십년동안 비전형 노동자와 가짜 자영업자 또

는 위장된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많은 주장과 노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이 없었던 이 영역에서의 정책이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되거나 확장

되었다. 이 제도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위기라고 전제하고 비상상황 동안

에만 한정하거나 3개월로 제한되어 있다(Eurofound, 2020a). 예를 들어 영

국은 8월부터 고용주가 비용의 40%를 부담하도록 조치하였다(Eurofound, 

2020a). 그러나 이 위기가 그렇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적 산업구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근

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단기적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정책 수단은 전염과 산업 안전 및 보건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

고, 새롭게 도입된 일시적 조치들은 현재 비공식 경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메커니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ILO, 2020c; 2020d; 2020h). 

둘째, 사회적 최저선(social floor)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으로서 보

다 보편적인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운 조치들의 확장과 도입은 매우 유의미하지만, 주된 정책적 개입이었던 

실업급여와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업급여의 상자

는 이미 실업자이고, 단시간 근로 지원 제도 역시 한시적인 조치로서 급여 종

료 이후 장기적인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새로운 소득보장 방식을 포함한 ‘뉴노멀’에 한 전망은 당연하게도 코로나19 

위기의 성격, 규모, 범위 등에 한 판단을 기초로 한다. 좀 더 근본적인 수준

에서 팬데믹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데이비스의 말처럼 ‘질병 출현의 구조’

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Davis, 2020: 18). 하지만 설사 이런 시도를 당장 

시작한다 해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자체가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 전환 과정에 맞는 처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지구화된 

경제 체제는 무차별한 인간 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계급, 인종, 젠더, 세  

등 다양한 분할선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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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런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질병 출현의 구조를 제거하는 생태

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를 어떤 방

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규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 와 보장 그리고 

이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지킨다는 규범에 근거하여 단기

적으로는 빈발할 가능성이 큰 보건의료 위기와 경제 위기에 처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질병 출현의 구조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생태 위기를 넘어서는 방

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소득보장이다. 새

로운 소득보장은 1차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경제의 수축에 

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편화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여기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비상사태 기본소득’으로 주

어야 한다는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

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재난의 불평등과 위험의 이중화에 해서도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바닥(floor)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위기 시에 기댈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계산하고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회복력과 자율성

을 부여할 수 있다(스탠딩, 2018).

기본소득은 이런 필요성을 넘어서서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정당성과 효용이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소득 형태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정치공

동체 내에서 개인들이 독립성(비지배 자유)을 누릴 수 있게 한다(카사사스, 

2020). 그리고 이렇게 힘을 가진 개인들은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츠가 말

하는 ‘자율적 영역’의 확 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삶과는 다른 생태

친화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Gorz, 1985).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보

충되어야 한다. 하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확 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 변화를 위한 교육

과 자기 교육이다(Howard et al., 2019).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불확실성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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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위기의 역동성도 새삼 발견한다. 미국의 칼럼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

먼은 이번 팬데믹을 “역사가 새롭게 나뉘는 기점”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

후’(After Corona)를 뜻하는 AC를 연도 앞에 붙일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한

다(Friedman, 2020). 커다란 위기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무화시키면서 새로운 것의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부분의 국가가 취한 여러 조치가 이

를 말해준다. 이는 무엇보다 중의 인식의 변화 때문이며, 현재의 민주주의적 

규범 속에서 정치에 한 커다란 압력을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의 전망을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내러티브

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말 그 로 위기는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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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Income Security in the Era of Uncertainty 

after the COVID-19

Ahn, HyosangㆍSeo, Jeonghee  

This article explores what new income security systems are needed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its projection. The health care crisis caused by Corona 
19 and the resulting economic crisis led to the overall contraction and 
disruption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which led to the reduction and 
disruption of incomes for the most people across the world. This can be seen 
as the generalization and dualization of risks in the labor market. Economic 
difficulties and unemployment have increased in almost all sectors of industry. 
In addition, young people, women, irregular and informal workers, low- 
educated, low-income workers, and the poor are facing greater challenges. 
Accordingly,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unprecedented fiscal expansion 
and unprecedented income security policies. These include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the expansion of the 
job retention scheme, and direct cash transfer. These measures were taken in 
anticipation of going back to the past in a short time.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novel coronavirus and the structural cause of Corona 19 show that 
pandemics can occur periodically and more frequently. Therefore, a new 
system is needed, and at this time, income security should be constructed 
according to a new principle. Basic income, which is given to everyone 
unconditionally and individually, can provide income floor for all and some 
degree of stability in this age of uncertainty. In addition, basic income will 
enable everyone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because it empower them 
to seek more autonomous and ecological activities.

Key words: COVID-19, generalization of the risk, dualization of the risk, 
income security,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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