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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 (검토 배경)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국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급등한 반
면 유럽국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침
ㅇ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
이 상이한 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
⇒ 주요국 실업대책의 현황, 운영 성과 및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수
립시 시사점을 제공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한 반면,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
ㅇ 유로지역 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
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
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지원요건 완화 기업들의 직종 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로
자의 범위를 확대
￭ 지원규모 확대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당을 증액하고
지급기간을 연장
ㅇ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
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 실업급여 확대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
￭ 중소기업 자금대출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
￭ 세액공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에 대해 2020.3~12월중 근로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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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
는 데,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
(고용 및 노동시장)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
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절감
￭ 다만 충격 장기화시 구조적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시 인력
의 최적 배분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
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완화에
도 다소 효과적인 반면, 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단축근로
에 비해 다소 우월
(정부재정)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은 대규모 고용예산을 투입하였으
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
￭ 이에 따라 금년중 주요국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정부부채 비
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재정부담이 급증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
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 유로지역 영국의 단축근로는 실업충격을 완화하여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
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
ㅇ 미국의 실업급여는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나 기본적으
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
⇒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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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Ⅰ

□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국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급등한 반면 유럽
국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침
□ 이처럼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상이한 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
ㅇ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등 고용유지대책 에 역점을 둠으로써 근로시
간은 큰 폭 줄어들었으나 고용은 유지
*

*

ㅇ

경기침체기에 고용 축소 대신 근로시간 단축, 일시 휴직 휴업 등을 통해 고용
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업급여 를 주로 활용한 미국은 근로시간 감소는
크지 않은 대신 고용이 빠르게 조정
*

*

실직 기간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일종
주요국 실업률

자료: EU통계청, 미 노동통계국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노동투입량1) 변동

주: 1) 근로자수 × 근로시간
2) 가로축은 위기발생 이후 경과된 개월 수
자료: OECD

⇒ 팬데믹 이후 실업대책 수립에 있어 미국과 유럽은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는 바,
주요국 실업대책의 현황, 운영 성과 및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
책 수립시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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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

Ⅱ

1. 유로지역·영국 : 고용유지대책 중심

◇ 유럽 주요국은 대량해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

* <

참고 1> 주요국 고용유지제도 운영 사례 참조
「

」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독일은 단축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근로자 임금
손실분의 약 30%)을 2020년말까지 정부가 전액 보전
▪ 프랑스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산정기준을 시간당 정액에서 임
금비례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전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

ㅇ

(

)

*

*

기존 보조금(시간당 7.23~7.74유로)이 최저임금(10.15유로)에도 미치지 못하면
서 고용주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평가

지원요건 완화 기업들의 직종 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
로자의 범위를 확대
▪ 이탈리아는 지원대상 업종을 농업, 관광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규모
요건(5인 이상) 및 의무근로일수 요건(90일 이상)도 해제
▪ 스페인은 사회보험료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수당을 지급
▪ 독일은 지원대상에 임시 계약직을 추가

ㅇ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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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확대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당을 증액하
고 지급기간을 연장
▪ 독일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의 임금대체율이 60~67%에
서 80~87%까지 상승하도록 단축근로수당을 증액
□ 영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를 신규 도입하여 근로자의 휴직 수당을 지원
ㅇ 비자발적 휴직(furlough) 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급여의 80%
(월 한도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주에게는 사회보험료 및 직
장연금 부담을 전액 보전(9월 이후 보전비율 점진적 축소)
ㅇ

(

)

*

월부터 비자발적 휴직자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8

□ OECD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이
참여 할 정도로 유럽 주요국내 고용유지제도가 확산
*

*

프랑스(33%), 이탈리아(45%), 독일(30%), 스페인(18%) 등

독일의 경우 2020.3~4월중 1,067만명이 신청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
융위기 기간중(2009.2~3월) 신청자수의 10배 수준
ㅇ 한편 미국도 26개 주가 단축근로를 시행중이지만 고용주에 대한 지
원 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용률은 매우 저조
ㅇ

단축근로제 이용률1)

주: 1) 20.5월 기준
자료: OECD

2) 19.12월 기준

독일 업종별 단축근로 신청건수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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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요국 고용유지제도 운영 사례
국가

독일
(Kurzarbeit)

기존 제도 활용 보조수당 증액 비정규직1) 포함

√

 요건 :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기존
30% 이상)의 임금이 10% 이상 감소
 임금대체율 : 60%(무자녀)/67%(유자녀)
→ 3개월 후 70/77% → 6개월 후 80/87%
 상한 : 월 €4,623.0(서독)/€4,321.6(동독)
 기간 : 최장 21개월
 지원규모 : €235억(GDP 대비 0.7%)

√







요건 : 강제휴업 또는 심각한 경영 곤란
임금대체율 : 70%
상한 : 월 €4,849.17
기간 : 최장 12개월
지원규모 : €310억(GDP 대비 1.3%)

√






임금대체율 : 80%
상한 : 월 €998/€1,119(소득>€2,159)
기간 : 최장 18주
지원규모 : €354억(GDP 대비 2.0%)

√

√

 요건 : 불가항력에 의한 단축근로
또는 강제휴직
 임금대체율 : 70% → 6개월 후 50%
 상한 : 월 €1,098
 기간 : 2020.3~9월
 지원규모 : €179억(GDP 대비 1.4%)

√

 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사업체,
단축근로 또는 강제휴직
 임금대체율 : 전년도 임금의 80%
 상한 : 월 £2,500
 기간 : 2020.3~10월
 지원규모 : £601억(GDP 대비 2.2%)

√

√

프랑스
(Activité
Partielle)

√

√

이탈리아
(Cassa
Integrazione
Guadagni)

스페인
(Expediente
de Regulación
de Empleo
Temporal)

√

영국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신규 도입)

 각 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연방정부가 실시비용의 50~100% 지원
 임금손실분의 일부(비율 및 한도는
주별로 상이)를 보전하고 주당
$600의 추가수당도 지급

미국
(Short Time
Compensation)

주요 내용2)

√

√

주: 1) 임시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부 자영업자 등
2) GDP는 2019년 기준
자료: 각국 노동부,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ILO, Bru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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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실업자 소득지원대책 중심

◇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
와 혜택을 크게 확대

□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
*

* 2019

년 기준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41개국 중 3위(세계경제포럼)

월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한 반
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침

ㅇ 2020.4

*

*

유럽 주요국도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고용유지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실업급
여 신청은 상대적으로 저조(<참고 2> 주요국 실업급여 운영 사례 참조)
「

노동시장 유연성지수1)

주: 1) 2019년 기준
자료: 세계경제포럼

」

실업급여 신청 현황1)

주: 1) 2020.4월 기준
자료: OECD

□ 이에 따라 미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법안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
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ㅇ 실업급여 확대 지급 기간을 연장(26주 → 39주)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
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총 2,500억달러 규모)
(

*

*

)

기본 실업급여는 실직전 임금의 50% 정도(한도는 주당 500달러 수준)를 보전하며
구체적인 비율 및 상한은 주 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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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 (gig worker)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도 한시적으로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

*

정형화된 고용관계 없이 우버(Uber) 등 디지털 노동플랫폼을 통해 자율적으
로 특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

CARES 법안 실업급여 지원구조
일반근로자

주간 실업급여 신규 청구건수

19.7월 이후
실업급여가
만료된 자

특수형태근로자

PUA

13주간
기본+$600
지급

39주간 기본 실업급여
+ $600 추가 지급

자료: 미 노동부

자료: 미 노동부

□ 한편 CARES 법에서는 고용유지, 임금보호 등을 조건으로 기업에 대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ㅇ 중소기업 자금대출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직원 500명 미만)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
(기업당 1,000만달러 상한)을 무담보로 대출(총 6,590억달러 규모)
(

)

*

일 최초 배정된
추가 확충

* 3.27

3,490

억달러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4.24

일

3,100

억달러를

▪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24주내로 대출금의 60% 이상을 목적(급
여, 임대료 등)에 맞게 사용하면 해당 금액만큼 상환을 감면
*

*

ㅇ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면 상환액 감면 규모가 축소

세액공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 에 대해 2020.3~12월중 근로
자 임금의 50%(직원 1인당 5천달러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총 500억달러 규모)
(

*

*

)

강제휴업 또는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은 기업(급여보호 프로그램 이용 기
업은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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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국 실업급여 운영 사례
국가

자격조건 완화

지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증액

내용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5~12월중

√

독일

만료되는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3개월 연장 지급
 코로나로 인해 이직이 취소된

프랑스

√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

 격리기간은 지급기간에 미포함
 3~4월중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되는
수급자의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

√

이탈리아

 농업 부문 종사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월 상한 €2,000)
 실업보험료 최소 납입기간 조건
폐지(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스페인

√

 수습기간중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로 인해 이직에 실패한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책정 기준 완화

√

영국

(최저소득 → 실제 수입)
 Universal Credit1) 증액(주당 £20)
 지급기간 연장(26주 → 39주)
 지급기간이 이미 만료된
실업자에게도 13주간 지급

미국

√

√

√

 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
등에게도 실업급여 지급(PUA)
 추가 실업수당 지급(7월말까지 주당
$600 → 8월 이후 $300)

주: 1) 육아세액공제, 주거수당, 소득지원, 실업급여 등을 대체하는 사회보장제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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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안
정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
◇ 실업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한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
해 실업충격 완화와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에 유용

1. 고용 및 노동시장
① 단축근로는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함
으로써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
ㅇ 금융위기시 단축근로를 도입하지 않았던 미국과 단축근로제 활용도
가 저조한 스페인의 실업률은 급등한 반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
독일은 고용안정을 유지
▪ OECD(2020b) 2020년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전년대비 2~3%p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겠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약 6%p 정도 상승 예상
▪ 실업률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 해 본 결과에서도 미국은 위기시 크
게 확대되었으나 유로지역은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
*

* <

참고 3> 실업률의 경기민감도 추정방법 참조
「

」

실업률 경기민감도1) 비교

금융위기시 주요국 실업률 변동

자료: EU통계청, 미 노동통계국

주: 1) 추정방법은 <참고 3> 참조
자료: EU통계청, 미 경제분석국, 미 노동통계국, 자체 추정

-10/18-

ㅇ

다만 미국 유로지역간 실업통계 편제기준 차이 를 감안하여 광의 실
업률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두 지역간 격차는 다소 축소
*

·

**

*
**

미국은 일시 해고(temporary layoff)를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실업률 수치가 급증하는 경향
광의의 실업률(U6)은 실망실업자 등 경계근로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

▪ U3 기준으로 2020.2/4분기 실업률은 2019.4/4분기 대비 독일 0.9%p, 스
페인 1.6%p 증가에 그쳤지만 U6 기준으로는 3~5%p 증가
*

는 2020년 주요국 실업률은 2019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지
만 U6의 경우 5%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oldman Sachs

주요국 실업률(U3) 및 광의실업률(U6) 변동1)
(19.4/4분기 대비, %p)

독일
2.4
0.9

U6
U3

프랑스
3.2
0.0

이탈리아
4.7
-1.6

스페인
5.0
1.6

미국
13.9
9.5

주: 1) 20.2/4분기 기준 추정치. 미국은 실적치
자료: EU통계청, 미 노동통계국, 자체 추정

□ 한편 단축근로는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re-matching cost)을 절감할
수 있고 실업기간중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본 잠식과 같은 비효율 발생
을 억제
<

참고 3>
실업률의 경기민감도 추정방법
￭

추정식 : 
               ,  ∼    
단, 는 실업률갭 ,  은 GDP갭률 ,  는 위기시기(07.1/4분기~09.4/4분기,
20.2/4분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



* 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잠재성장률 및 잠재실업률을 이용

표본국가 :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6개국)
▪ 추정기간 : 2000.1/4분기 ~ 2020.2/4분기
▪ 평상시 경기민감도는  , 위기시 경기민감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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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축근로는 노동시장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단축근로에 따른 고용유지에도 불구하고 충격 장기화시 구조적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단축근로자 또는 일시휴직자 상당수
가 구조적 실업자로 전환될 우려
▪ Allianz(2020)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의 고용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이는 6개 업종 근로자
중 900만명 은 2021년 실직할 위험이 높다고 전망
*

**

*
**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문화예술오락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전체 단축근로제 일자리의 20%, 총근로자의 6% 수준

▪ 캐나다 노동부(2004)는 일자리나눔프로그램(work sharing program)으로 유
지되던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제도 종료 후 사라진 것으로 추정
ㅇ 특히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자 선호 변화 및 기업구조조정이 발
생할 경우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될 소지
▪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력 재배치 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으로써 추가 고용기회가 축소
*

은 단축근로제가 고용시장의 인력재분배 효율성을 저하
(reallocation channel)시켜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 Cooper et al.(2017)

유럽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시한
국 가

종료시한

독 일

12월말

프랑스

10월 1일1)

이탈리아

10월말

스페인

9월말

주: 1) 소득보전율 하향조정
자료: BofA

코로나19 영향 산업1) 및 실직위험 일자리 비중2)

주: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보관, 음식·
숙박, 문화·오락 등 6개부문을 포함
2) 전체 일자리 대비
자료: EU통계청, Allianz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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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
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 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완화에도 다소 효과적인 측면이 있음
*

**

단축근로의 경우 완전휴업 가정시 임금소득에 대한 대체율
** Benito(2006)는 고용 불안전성(job insecurity)이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을 통해 가계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지적
*

▪ OECD(2020c)는 유럽 주요국 단축근로의 소득대체율은 46~100% 정
도로 실업급여보다 최대 50%p 정도 높다고 분석
▪ 독일은 금융위기시 경기침체가 극심(2009년 성장률 –5.7%)했으나 단
축근로 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극복한 경험
*

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이 독일 ‘노동시
장의 기적(labor market miracle)’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 Boysen-Hogrefe and Groll(2010)

고용대책별 임금소득대체율1)

주: 1) 무자녀, 완전휴업 가정
자료: OECD

ㅇ

금융위기시 주요국 민간소비

자료: EU통계청, 미 경제분석국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가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
▪ 미국 실업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소득대비 높은 비율로 지급하
는 데 반해 독일 단축근로는 일정 비율(60~87%)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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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별 소득보전 구조
(실업급여)

자료: Goldman Sachs

(고용유지제도)

주: 1) 자녀유무 및 시행기에 따라 60~87% 사이
자료: Goldman Sachs

3. 정부재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은 대규모 고용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
ㅇ 미국은 PPP 관련 예산(6,590억달러)이 거의 소진(대출시한 8.8일 만료)되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도 7월말 만료
*

주당 300달러(기존 600달러에서 축소)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행정명령이 8.8
일 발효되었으나 예산제약 등으로 극히 일부 주에서만 실행
ㅇ 프랑스도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투입한 재정(310억유로)중 54.8% (170억
유로)를 5월말 소진
*

□ 특히 과거 위기시에는 제한적으로 실업대책이 실시되었지만 금번에는
대책 활용 강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
*

*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로를 독일보다 관
용적으로 운용

□ 이에 따라 금년중 주요국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정부부채 비
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재정부담이 급증
-14/18-

금년중 미국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2019년(6.3%)보다 크게 확
대된 20%대 초반 정도, 유럽 주요국도 10%p 내외 확대 예상
▪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등
대부분 국가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확대

ㅇ

통합재정수지1)

주: 1) GDP대비 비중
자료: IMF

정부부채1)

주: 1) GDP대비 비중
자료: IMF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적격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도 발생해
적지 않은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
ㅇ 한편 팬데믹 실업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부 지원금을
남용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재정 효율성을 저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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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근로, 일시휴
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
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 유로지역 영국의 단축근로는 대량실업 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가계소
득 및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
▪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 경감, 지원요
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그러나 단축근로는 단기 실업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효
율성을 떨어뜨려 경기 회복시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
ㅇ 미국의 실업급여는 실직자 구제를 통한 경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기
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
▪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 해고가 급증하자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 실업급여는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미미해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서로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 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ㅇ 특히,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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