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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일, 4월 실업률 상승 및 근로시간단축 대폭 증가
1. 4월 고용지표
□ 2020.4월중 독일의 실업률은 5.8%로 전월(5.0%)에 비해 0.8%p 상승하였
으며, 실업자수도 264.4만명으로 전월(233.5만명)보다 30.8만명 증가
ㅇ 연방노동청에 등록된 근로자 고용수요는 총 62.6만명으로 전월(69.1만명)
보다 6.5만명 감소하였으며, 신규 등록된 고용수요도 7.9만명으로 전월
(15.9만명)보다 8.0만명 감소
실업률1) 및 실업자수

주 : 1) 독일 사회보장법에 따른 실업률
자료: 독일 연방노동청

고용수요

자료: 독일 연방노동청

□ 한편 4월중 근로시간단축(kurzarbeit) 프로그램* 참여를 사전 신고한 근
로자수는 750만명으로 전월(264만명)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이전
최고치는 2009.5월 144만명)
*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조업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 대신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최소 10%에서 최대 100%)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감소분 등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
·지원액 :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 감소분의 60%(자녀가 있는 경우 67%)를 지급
사용자에게는 사회보장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연방노동부 결정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ㅇ 봉쇄조치(lockdown)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식당, 숙박 등의 접객업은
90% 이상이 근로시간단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철강산업, 서비스업,
자동차정비업, 소비재제조업, 창고운송업 등의 업종도 30% 이상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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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수

자료: 독일 연방노동청

업종별 근로시간단축 프로그램 참여 현황

자료: 독일 연방노동청

2. 반응 및 평가
□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수요 위축과 근로시간단
축 급증에 정부와 시장 모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
□ 다만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는 근로시간단축 제도로 인해 실업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국 20.3월 4.4% → 4월 14.7%, 캐나다 7.8% → 13.0%

ㅇ 근로시간단축은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수요
회복시 즉시 재투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
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임
[Holger Schäfer(German Economic Institute), Simon Johnson(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ㅇ 일부 외신은 독일과 미국의 실업률을 비교하며 독일의 고용유지 정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Foreign Policy*, The Guardian**)
*‘Why US unemployment is sky-high and Europe's isn't.’
**‘US job losses have reached great depression levels. Did it have to be that way?’

⇒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근로시간단축 증가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은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Commerzbank,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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