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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안 노사합의

□ 1.11(금) 22시경(현지시각) 프랑스 노사는 고용주의 근로시간조정 및 해고절
차 간소화, 임시·단기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
혁안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3개월여 동안의 협상을 종료
* Hollande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용개혁을 주요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이후 노사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금번 합의안에 5개 노조중 3개 노조가
지지함으로써 타결

o 경기둔화시 해고대신 일정기간 노동시간단축 및 급여조정 가능, 해고 보
상금 감축 및 해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근로계약에 대한 기업의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장기 고용을 유도

o BNP Paribas 이코노미스트(D. Barbet)는“금번 합의안은 충분치는 않으나 사
회적 저항을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를 밟은 것”이
라고 평가하고(NY Times), Societe Generale 이코노미스트(M. Martinez)도 “프
랑스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대타협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고 언급(Bloomberg)
□ 동 합의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5월말까지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측은 동 개혁안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하는 분위기
o M. Sapin 노동부장관은 TV인터뷰를 통해 금번 합의안에 반대한 노조들의
협상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언급하며 프랑스가 스스로 개혁하는 변화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자평하면서 의회 법안통과를 자신
o 한편 야당측은 금번 합의안은 과거 독일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개혁안에
크게 미치치 못한 것으로서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많으므로 과대평가되어
서는 안된다고 경고

o 또한 임시·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실업기금 부담분 인상,
건강보험 보장범위 및 실업수당 혜택 확대 등 추가적인 권익보호 도모
□ Hollande 대통령은“이번 합의는 Social Dialogue의 성공이자 노동개혁의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
o 금번 개혁안에 합의한 노조(CFDT) 측은“고용촉진을 위한 야심찬 합의”
라고 언급하고 경제인연합회(MEDEF)측도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또한 “수십년의 사회적 대립(social antagonism)에서 벗어나 타
협문화를 정착한 계기”로 평가
o 반면 금번 합의안에 반대한 2개 노조(FO,CGT) 측은“고용의 유연성은 지
금, 안전성은 훗날의 얘기라면서 수용불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
□ 주요 언론 및 시장관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
o 프랑스 노사가 독일의“Flexi-security”스타일의 고용개혁에 합의하였으
며(FT) 이는 "놀라운" 일로서 Hollande대통령이 당내 노동계를 걱정하는
인사들을 설득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언급(Handelsbl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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