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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19 확산이 유로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일 중「

* ECB Economic Bulletin(7.30 )
A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uro area labour market
.
,

」을 정리 취업자수 실업률 등 최근 지표 반영

◇ 코로나19 위기로 유로지역 노동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으나 각국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며 노동시장을 보호
ㅇ 고용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실업률은 미국 및 여타 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
ㅇ 해고 대신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단축제도로 고용을
보호하고, 해고후 재채용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탐색비용 절감
(고용심리 위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유로지역 고용 PMI(구
매자관리지수) 가 2020.2분기 큰 폭으로 하락

□

*

*

고용 PMI가 50이상이면 고용 증가, 50미만이면 고용 감소를 의미

월 PMI는 51.4 수준이었으나 4월 역대 최저치인 33.4로 하락
하였다가 6월에는 43.1로 반등
특히 숙박, 식음료, 운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하락이 컸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의 PMI가 크게 하락

ㅇ 2020.2

ㅇ

유로지역 고용 PMI

자료: IHS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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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

코로나19 확산이후 유로지역 실업률은 미국 실업률 및 여타 경제지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
*

□

*

유로지역 : 2020.1월 7.4% → 2월 7.2% → 3월 7.2% → 4월 7.5% → 5월 7.7% → 6월 7.8%
미 국 : 2020.1월 3.6% → 2월 3.5% → 3월 4.4% → 4월 14.7% → 5월 13.3% → 6월 13.1%

일시 해고자도 실업자로 간주되는 미국과 달리 유로지역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및 일시 해고자도 대부분 임금을 보전 받아 실업자로 간주
되지 않는 점,
② 봉쇄조치 기간중 증가한 구직활동 단념자가 실업률(ILO기준)에서 제외
되는 통계적 요인에 주로 기인
①

유로지역과 미국의 월별 실업률 비교

주 : 1) 대상기간은 2020.5월까지
자료: Eurostat,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취업자수 감소보다 총 근로시간이 더 큰 폭 감소)

분기 유로지역 취업자수가 전기대비 0.2% 감소에 그쳤으나 취업자
평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총 근로시간은 3.1% 감소
ㅇ 2분기 취업자수 증가율(잠정치, 전기대비)은 -2.8%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8.14일, Eurostat)
□ 한편, 2020.1∼2분기중 유로지역 취업자수 증가율(-0.2%, -3.1%)은 GDP
성장률(-3.6%, -12.1%)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폭
□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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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분기별 취업자수 및 총 근로시간 증가율1)

주 : 1) 대상기간은 2020.1분기까지
자료: Eurostat, ECB

유로지역 분기별 취업자수 증가율 및 GDP 성장률

자료 : Eurostat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시장 보호)

유로지역 국가들은 근로시간단축제도 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노동시장을 보호하였으며, 동 제도가 없었으면 실업률은 훨씬 높은 수준
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

*

경제불황으로 조업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 대신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감소분 등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
# 독일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경우 근
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감소분의 60%(자녀가 있는 경우 67%), 사용자에게는 사회
보장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

독일은 전체 근로자의 26%, 프랑스 47%, 이탈리아 42%, 스페인 23%가
근로시간단축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해고후 재채용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탐색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다만 동 제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지속기간 등을
감안할때 단기적으로 다소간의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ㅇ

□

□

유로지역 주요국 실업률 및 단시간근로자 비중
(2020.5월)

주 : 1) 감축된 총 근로시간을 일 근로시간이 0시간인 근로자로 환산
자료: Eurostat,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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