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ward work, not wealth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하라
불공정의 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산가들
위주의 경제구조가 아닌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경제구조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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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2016 년 3 월~2017 년 3 월 기준)에는 이틀에 한 명씩 억만장자가 새롭게 탄생하여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증가한 억만장자의 부는 7 천 6 백 2 십억 달러로 이러한 막대한 증가치는
최빈곤층의 빈곤을 7 번이나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부에 해당했다. 지난 해 새롭게 발생한 부의 82%는 상위 1%에게
귀속되었으며, 하위 50%에게는 어떠한 부의 증가도 없었다.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일부에 집중된 부는 많은 이들의 저임금 근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고, 슈퍼리치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오너가
아닌 평범한 근로자들과 소규모 식품 생산업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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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불공정 위기가 실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옥스팜의 캠페인과 대책 촉구 활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많은 국가에서 이윤이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고
GDP 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상위 1%의 소득 점유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많은 이들은 경제 발전의 결실을 누리지 못 하고 있다.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조차,
불균형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들을 포함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낮은 급료와 빈곤 임금의 덫에 걸려있다.
이 옥스팜 보고서의 일환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훨씬 더 공정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불공정의 감소가 국제 기구와 전세계의 지도자들의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UN 2030 Agenda 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가장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열
번째 목표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에 대한 요청이며 여덟번째 목표에서는 포용적 경제 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요한다. 나는 이 옥스팜 보고서에서 언급된 ‘보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저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극히 중요하다’라는 진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불공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결은 ‘보수가 많은 제대로 된 일자리’임을 천명한다.
– Guy Ryder, Director-General,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추천의 글
옥스팜은 극단적인 부와 빈곤층의 실상에 대해 알리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 각국 정부는 유엔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동의하였으며 바로 그 열 번째 목표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에 대한 결의 안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옥스팜이 새로 발간한 본 보고서는
필독이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슈퍼리치는 옥스팜이 ‘사회계층간 불화’를 야기시킨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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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빈곤층의 권리를 대변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 Jeffrey D. Sachs, University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Director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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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가정들을 위해 불공정을 감소시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비결은 간단하다.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임금, 사회 보장 및 기업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준수이다. 연대와 단체교섭권의 자유는 핵심적인 조력자이다.
근로자들은 스스로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단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행동해야만 한다.
기업은 그들의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옥스팜이 옳다. 너무 많은 억만장자들로 인해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부유층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경제는 불공정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다.
– Sharan Burrow, General Secretary, 세계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가 내 불공정 수준이 높으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980 년 이후로 전세계 상위 1%의 부유한 개인은 하위 50%
보다 두 배나 많은 성장의 몫을 차지해왔다. 상위계층의 부는 치솟고 있으며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를 서술하는 옥스팜의 연구는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이다. 이제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해야 할
시간이다.
– Gabriel Zucman, 버클리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이 보고서는 근로자들이 수년간 인지한 사실들을 확인해준다. 세계화로 인한 알려진 이익의 대부분은 그들 스스로를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전세계 엘리트들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세계화 모델의 신화는 사상누각과 같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자들의 신뢰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무너지고 있다. 뻔뻔한 기업 탈세, 민영화, 공공서비스
감소 및 수십년 간 침체된 임금은 우연히 발생해 온 것이 아니다. 보편적 공공 서비스와 제대로 된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를 재분배하려면 긴급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대책으로 인해 대안으로
포퓰리즘의 지속적 증가, 인종차별, 극우파의 공포감 조성이 만연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 받고 있는 것이다.
– Rosa Pavanelli, General Secretary,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하라’는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원한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기업의 탐욕은 불평등과 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한 단체교섭은 전세계 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며, 이는 1%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
– Frances O’Grady, General Secretary, UK 노동조합회의(UK Trades Union Congress)

옥스팜은 불공정에 대해 세계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다보스(Davos)에서 말하기를 멈추고, 다수가
원하는 보다 큰 평등을 창조하기 위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
– Danny Dorling,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옥스팜은 세계 불공정 위기에 대한 뛰어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1%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의 분열되고 불안정한 세계를 우리가 치유하고 싶다면, 우리는 빠르게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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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Hickel, Goldsmiths, 런던대학교 (University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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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약본
2016 년에 패션 기업 자라(Zara)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남성인 아만시오 오르테가(Amancio Ortega)에게 지급한
연간 주식 배당금은 약 13 억 유로에 달한다. 1 에이치앤엠(H&M) 창업자의 아들 스테판 페르손(Stefan Persson) 2 는
6.58 억 유로의 배당금을 작년 한해에 받았으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갑부 43 위를 장식했다.3
안주(Anju)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출을 위한 옷감을 재봉하고 있다. 그녀는 밤늦게 까지 하루에 12 시간씩 일한다. 그녀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 해서 종종 식사를 건너뛴다. 그녀는 한 해 동안 오직 9 백달러 정도를 번다.4
지난 해 억만장자 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043 명의 달러 기준 억만장자가 있다. 10 명 중 9 명은 남성이다. 5 또한

제가 임신했을 때, 그들은 제가

억만장자들의 부가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분은 계속 되어온 최빈곤층

창고에서 일하게 했어요. 그곳에는

(extreme poverty)의 빈곤을 7 번이나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규모였다. 지난 해

신발들로 가득한 박스들이 많았는데,

증가한 세계적 부의 82%는 상위 1%에게 귀속되었으며, 하위 50%에게는 부의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이 제

증식이 나타나지 않았다.6

일이었어요. 그 신발들은 매우

전세계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생활임금과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늘날의 불공정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상위 1%를 위한 경제 구조는
부족한 임금을 지급받고 기본적 권리를 거부당한 저임금 근로자(주로 여성)들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경제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출을 위한 옷감 재봉 일을
하는 파티마(Fatima)와 같은 근로자들의 뒷받침으로 유지된다. 그녀는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주기적으로 학대당하고, 화장실에도 갈 수가 없어서 병에
걸리기도 한다.7 이러한 경제는 영구적 장애로 고통받아 자녀들의 손마저 잡을 수
없게

된 미국의

닭고기

공장

근로자

돌로레스(Dolores)와

같은

이들의

뒷받침으로 유지된다. 8 이러한 경제는 남성 고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지만
참으라는 말을 듣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태국의 호텔 청소부 마인트(Myint)9와

훌륭했고, 제 아들에게 완벽히 잘
어울릴 만한 거였어요. 전 제
아들에게 그런 신발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마 제
아들은 그걸 가지고 싶어했을 거라는
생각에 전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
신발들은 정말 예뻤어요. 우리가
만드는 신발 한 켤레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비쌌어요.
- 란, 의류 공장 근로자, 베트남

같은 이들의 뒷받침으로 유지된다.
이 보고서는 증가하는 극도의 부와 빈곤한 삶을 사는 근로자들을 살펴본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말하기는 멈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 보다 공정한 세상
오늘날의 불공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정치 혹은 비즈니스 분야의 지도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며, 이것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간과하는 점이다. 사실상 많은 이들이 불공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근로자들을 돕기로 약속하고
당선되었지만, 억만장자 내각을 임명하고 상위 1%를 위한 막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10 나이지리아의 부하리(Buhari)
대통령은 불공정이 분노와 좌절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지만11, 나이지리아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자산은 계속 빼돌려지고 있고, 불공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천만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를 다니지 못 하고
있다.12 옥스팜과 국제개발자금(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은 불공정과 씨름하는 152 개국 정부들의 조치들에
대한 상세한 지표를 만들어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은 부끄럽게도 격차를 좁히기에 충분할 만큼 행동하는데 실패했다.13

8

BOX 1. 보다 공정한 세상을 원하다14
이 보고서를 위해서 옥스팜은 10 개국에서 70,000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4 분의 3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국가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혹은
강력하게 동의했다. 그 범위는 네덜란드의 58%부터 나이지리아의 92%까지다.

•

10 개국의 응답자 중 거의 3 분의 2 가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시급하게 혹은 매우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

총 응답자의 60%가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에 동의하거나 혹은 강력하게
동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69%의 응답자가 동의하거나 혹은 강력하게 동의했다.

•

응답자의 75%는 그들이 사는 국가의 임금 불평등 격차를 현재 수준보다 낮추기를 원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들이 사는 국가의 불공정 수준을 낮추길 원했다.

민주주의가 아닌, 불공정을 단속하라
옥스팜이 활동하는 각국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들고 있고, 발언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다.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헌신하는 연합체인 CIVICUS 는 현재 100 개국 이상에서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15

‘우리 세대는 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은 깨어났다. 우리가 억압으로 고통받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재조직화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다.’
- Ghouson Tawfik, Social Justice Platform, 이집트

‘우리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미국의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

성취할 수도, 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우리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소수에게

부를 성취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집중된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동시에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것은 불가능하다.’ 16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부의 집중화나
불공정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그 대신 민주주의와 보다 공정한 사회를

- 루이스 브랜다이스, 미국 전대법관

요구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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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바라보는 관점
Box 2. 억만장자들의 노다지17
이와 같은 활동 부족 국면에서, 경제 성장의 이윤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 작년에는 이틀에 한 명씩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여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043 명의 달러 기준 억만장자가 있다. 10 명 중 9 명은 남성이다.18
• 지난 12 개월 동안 억만장자의 자산은 7 천 6 백 2 십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최빈곤층의 빈곤을 7 번이나
끝낼 수 있는 규모이다.19
• 전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지난 2006 년 부터 2015 년까지 매해 13% 가까이 증가한 반면,20 임금은 매년 평균 2%
증가하였다. 이는 6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21
• 지난 해 발생한 세계적 부의 82%는 상위 1%에게 귀속되었으며, 인류의 하위 50%에게는 부의 증가가 없었다.22
• 억만장자들이 일년에 7 천 6 백 2 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여성들은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매해 10 조
달러에 달하는 무급 가사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23
•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 은행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42 명의 부호들이 소유한 자산 규모는 하위소득계층
37 억명의 자산과 동일하다. 그리고 지난 해 수치에 따르면 하위 50% 인구와 동일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8 명에서 61 명으로 증가했다.24
• 1%의 부호들은 나머지 모든 인류의 자산 규모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25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7 년에 옥스팜과 그 외 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한해에 2 백만명의 사람들을 극도의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는 규모의 자산을
새롭게 벌어들인다. 나이지리아가 거의 십년 동안 큰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빈곤은 증가하였다.26
• 인도네시아에서27 가장 부유한 4 인은 소득 기준 하위 1 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3 인은 소득 기준 하위 과반수(대략 1 억 6 천만명)의 사람들이 소유한 것과 동일한 규모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28
• 브라질에서 최저 임금을 버는 사람이 상위 0.1%의 부호에 속하는 사람이 한달 동안 버는 것과 같은 금액을 벌기
위해서는 19 년을 일해야 한다.29

노동으로 벌지 않은 극단적인 부
주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불공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그것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장려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재능, 성실한 노력, 혁신으로 인한 혜택들의 최상의 증거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30

‘불공정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좌절하고, 그들의 급여는 생활비에 미치지 못 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간
증가하는 격차는 번영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 Tariq Mobeen Chaudray, Center for Finance for Development, Indus Consortium,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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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극도의 불공정은 재능, 노력, 그리고 위험감수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31 그보다는 상속, 독점 및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약 3 분의 1 에 달하는 억만장자들의 부는 상속에 기인하고 있다. 향후 20 년간 전세계 최상위 부호 500 명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2 조 4 천억 달러를 상속할 것이고, 이는 13 억명의 인구로 구성된 나라 인도의 GDP 보다 큰 수치이디.32
독점은 오너와 주주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준다. 세계에서 6 번째로 부자인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의 재산을
보면 극도의 부가 독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증명된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그가 멕시코의 유선전화, 휴대전화 및
광대역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확립할 수 있었던 완전 독점으로부터 파생된다. OECD 는 이러한 독점이 소비자와 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33
독점 권력은 정실주의로 악화되는데, 강력한 사익 집단은 현존하는 독점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독점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 정책을 조종한다. 민영화 거래, 적정가격 이하로 내어주는 천연자원, 부패한 공공 조달, 세금 면제 및
법의 허점은 모두 서로 긴밀히 연결된 사익 집단이 공공을 희생하여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들이다.
옥스팜은 약 3 분의 2 에 달하는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상속, 독점 혹은 정실주의의 결과물인 것으로 추정한다. 34
10 개국에서 실시한 옥스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돈을 증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응답 하였다.
경제적 보상은 점점 더 최상위층에 집중되고 있다. 수백만명의 평범한 근로자들은 빈곤 임금으로 남아있는 반면, 주주와
고위 임원들에 대한 보상은 급등하고 있다. 3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위 10%의 사회구성원들은 국가 전체 임금
소득의 절반을 받고 있는데, 하위 50%의 근로자는 전체 임금 소득의 12%만을 받는다.36 미국의 CEO 는 하루를 약간
넘는 근로를 통해 보통의 근로자가 일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느 수익을 번다.37 남성들은 연봉이 가장 높은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38 평균적으로 의류 부문에서 상위 5 개 기업의 CEO 들이 일반적인 방글라데시 여성 근로자가
평생 동안 버는 만큼 버는데 단 4 일 정도면 된다.39
계속 증가하는 수익은 주로 부유한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쥐어짜는 것을 부채질한다. 베트남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250 만명의 근로자의 임금을 평균 임금에서 최저 생활 임금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매해 22 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의류 부문 상위 5 개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3 분의 1 과 동일하다.40
대부호들의 재산은 흔히 본인이나 그들이 오너이거나 주주인 기업들의 탈세에 의해 증가된다. 파나마 페이퍼와
파라다이스

페이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슈퍼리치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최소 76 조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41

조세회피처의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본 보고서에서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이

새롭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는 상위 1%가 대략 2 천억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42 개발도상국들은
기업과 슈퍼리치들의 탈세로 인해 매년 1 천 7 백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고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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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장에서 자산을 형성한 억만장자들조차도 흔히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낮추고, 임금과 노동 권리 및 세금
혜택에 대해 자멸적 하향식 경쟁을 하도록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유사하게 행동한다.
동시에 빈곤층의 아이들, 특히 빈곤층의 여자 아이들은 기회가 더 잘 사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다.44

‘꿈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죽는다.’
- Mildred Ngesa of FEMNET: The African Women’s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Network, 그녀가 자라온
나이로비(Nairobi)의 빈민촌 Dandora 에 대해 말하여

바닥에서 바라보는 관점
불공정과 빈곤
1990 년에서 2010 년 사이 극도의 빈곤 상태로(하루 1.9 달러 이하) 사는 인구수는 반으로 줄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45 이러한 대단한 업적은 세계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국가 내
불공정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2 억명의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46 만약 빈곤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받았다면 그 수치는 7 억명까지 올라갔을 것이다.47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World
Bank 는 부자와 빈곤한 사람들의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극도의 빈곤을 제거한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극도의 빈곤을 3% 수준까지 낮춘다 할지라도 2030 년에도 여전히 하루에 1.9 달러로 생활하는 2 억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48
극도의 빈곤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빚을 지거나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며 매우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이전 상황에서 단지 한 걸음 나아간 것뿐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2 달러에서 10 달러
사이로 생활한다.49
이는 지난 25 년간 인류의 가장 빈곤한 과반수에게 세계 소득 성장의 작은 몫만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최근에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에 따르면
1980 년부터 2016 년까지 상위 1%가 세계 소득 성장의 27%를 획득했음을 보여준다. 그 와중에 하위 50%는 1%가
획득한 것의 절반, 즉 전체 소득 성장의 12%를 받았을 뿐이다.50 하위 10%의 일부는 지난 25 년간 평균 연 소득이
3 달러 이하로 상승했다. 세계 소득 성장의 1 달러당 13 센트만 하위 50%에게 가고, 42 센트는 상위 10%에게 가는 이와
같은 상황은 빈곤을 제거하는데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51 이는 또한 지구의 환경적 한계로 인해 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불공정의 수준에서 모든 사람이 하루 5 달러 이상 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규모가 175 배나 커져야 하고, 이는 환경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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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성 불평등
성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더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보통 남녀 자산 격차가 더욱 크다.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토지, 주식 및 다른 자본 자산들을 소유하고
있다.53 남성들은 여성과 동일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높은 임금과 높은 직위의 직업에는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다. 열악한 임금에 안전하지 않은 직업에서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54 세계적으로 사회적 규범,
사고방식 및 신념이 여성의 직위와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없는지 좌우한다.
성 불평등은 우연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 경제는 부유하고 권력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 세워졌다.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공공서비스의 감소, 부유한 이들을 위한 감세, 임금과 노동
권리에 대한 하향식 경쟁은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친다.
우리의 경제적 번영은 무급 가사 노동을 통한 여성의 거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기여에도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페루에서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은 GDP 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55 빈곤한 여성은 부유한 여성보다 무급 가사
노동을 더 해야만 한다.56
극도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성 불평등을 끝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남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경제 구조에 여성을 보다 더
통합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특권을 지닌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창조한 새로운
인간 중심 경제를 위한 비전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일을 해도 여전한 빈곤
근로 소득은 가정 내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57 따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공정성을
증진시킨다.
많은 빈곤층이 이러한 근로 소득을 소규모 식품 생산으로 벌어들인다.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임금으로 번다. 이 보고서의
초점은 전세계 임금 근로자에 관한 것이다. 옥스팜은 2018 년 하반기에 소규모 식품 생산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Box 3. 살아남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근로자들58
미얀마에서 옥스팜은 세계적 의류 브랜드를 위한 옷을 생산하는 의류 공장의 젊은 여성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고있다.
그들은 하루에 4 달러를 벌며, 이는 극심한 빈곤층의 하루 생계 임금의 두 배가 되는 금액이다. 이를 벌기 위해 그들은
매일 11 시간씩 일주일에 6~7 일을 일한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음식과 의약품
같은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빚을 지는 경우도 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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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직업을 가지는 것이 빈곤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거의 3 분의 1 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빈곤 상태로 살고 있고,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59
아마도 오늘날 세계 노동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요소는 현대 노예일 것이다. ILO 는 2016 년에 세계적으로 4 천
만명의 사람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고, 그들 중 2 천 5 백 만명은 강제 노동에 처해있다고 추산했다. ILO 에 의하면,
‘강제 노동자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입는 옷의 일부를 생산하고, 우리가
살거나 일하는 건물들을 청소한다.’60
세계 청년 노동력의 거의 43%는 여전히 실직 상태이거나 일을 하지만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61 5 억 명 이상의 청년층은 하루 2 달러 이하로 생존하고 있다 62 .
개발도상국가들에서 2 억 6 천만명의 청년들이 취업, 교육 및 훈련 상태에 있지 않다고
추산했다. 63 젊은 여성의 3 분의 1 이 여기에 해당된다. 64 금융위기의 영향은 크게
변했지만, 한가지 지속적인 요인은 청년층이 가장 최악의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는

‘강제 노동자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입는 옷의 일부를
생산하고, 우리가 살거나 일하는
건물들을 청소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것이다.65
노예 노동을 하는 근로자 중 4 백만명은 아동이다. 가장 최근 추산치에 의하면 아동 노동의 형태로 일하는 5~17 세
아동이 1 억 5 천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10 명의 아동 중 1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66
최근 수십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것들의
가치는 극적으로 상승했지만, 그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는 유사한 성장세를 볼 수 없다. ILO 에서 1995 년에서
2014 년 사이에 133 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 개의 국가에서 증가한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임금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보고했다.67
애석하게도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최저 임금 기준 혹은 근로자 단체교섭권이 없고, 대부분의 최저 임금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나 생활 임금이라고 묘사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68 옥스팜은 모로코, 케냐,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의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69 또한 최저 임금 제도는 시행이 저조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열악하게 시행된다.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권리가 없는 근로자
임시적이고, 위태로운 직업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이고, 선진국에서도 증가 추세이다. 임시직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과 권리를 가지며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 여성과 청년층이 이러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일자리는 그들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해롭다. ILO 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으로 매해 2 백
7 십 8 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며, 이는 매 11 초마다 한명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70

‘성희롱은 이러한 일자리에서 흔히 발생한다. 적어도 90%의 여성 근로자들이 고객이나 오너에게 성희롱을 당한다.
정의는 기업 편이다.’
- Eulogia Familia, 호텔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연합의 대표, 도미니카공화국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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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받거나, 건강을 위협받거나 혹은 성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캐나다 및 태국에서 옥스팜이 호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남성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폭행 관련 사례가 정기적으로 보고되었다.72 호텔 근로자들은 또한 화학 제품의 정기적 사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보고했다.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요로감염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가금류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옥스팜의 연구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저귀를 착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73
Box 4. 아이들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근로자74
미국에서 옥스팜은 가금류 공장 근로자들과 함께 그들이 인내하도록 강요 받고 있는 끔찍한 근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화장실을 가기 위한 충분한 휴식시간이 없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직장에
기저귀를 차고 가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칸소의 가금류 공장에서 일했던 돌로레스는 “그것은 마치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아침에 5 시까지 출근해야 했어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 하고 11~12 시까지…
나는 그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어요”라고 말했다.
그 일은 또한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부상률이 높은 위험한 직업 중 하나였다.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증후군은 생산
라인에서 일년만 일해도 심각해질 수 있어서, 근로자들은 손가락을 곧게 펴거나, 숟가락을 잡거나 또는 그들의
아이들의 손을 잡는 것 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경제권력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의 창출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 왔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임금, 권리 및 보장제도를 증진시킨다. 75
유감스럽게도 IMF 는 2000 년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을 주시했다. 76 IMF 는
이것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77 이는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아웃소싱, 임시직, 단기직 계약의 사용
증가로 인해 악화되어 왔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78 연간 세계 권리 지표(Global Rights Index)에 따르면, 근로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위협이 발생하는 국가가 1 년 만에 10%나 증가하였다.79 조합원에 대한 공격은 59 개 국가에서 보고되었다. 4 분의 3 이
넘는 국가들에서 일부 혹은 전체 근로자의 파업권을 거부하고 있다. 태국 전체 노동인구의 10 분의 1 을 구성하는 이민
근로자들은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80
최악의 일자리들은 광범위하게 규제를 받지 않는 경제의 비공식적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여성과 청년층이 비공식
부문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화된 경제의 가장 강력한 일부 플레이어들에게는 효과적이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작은 사업체들에게 생산을 아웃소싱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기업들은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비공식적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근로나 사회 보호 법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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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가?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상위층의 협상력을 높이고 하위층의 협상력을 낮추는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경제구조의 하위층인 근로자들은 그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근로자들의 협상력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 왔다.
기업들은 부유한 주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수익을 안겨 주기 위해 점점 더 몰두하고 있고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익들은 주로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창출되고, 산업 차원의 조세회피를 장려하게 된다. 기업들은 투자금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세금과 임금에 대해 국가간 하향식 경쟁을 강요한다. 점차 증가하는 자동화 추세의 위협도 부유한
오너들에게는 더 큰 힘을, 근로자들에게는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 중심 경제(Human Economy)를 세워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가 구조화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고소득자 혹은 자산의 보유자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와
소규모 식품 생산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휴먼이코노미 81 즉, 인간 중심의 경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경제는 극단적인 불공정을 종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미래를 보장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병적 집착과 우리 정부에 대한 소수의 엘리트의 용납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배척
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시작부터 보다 공정한
경제를 설계하고, 보다 큰 공정성을 만드는데 세금과 공공지출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와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방식을 규제하고, 재구성하고, 재설계하라
규제는 근로자들이 보다 큰 협상력을 갖고, 조세회피와 독점을 없애고, 금융 부문과
기술 발전이 다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빈곤한 임금, 노예제도 및
불안정하고 위험한 직업이 더 이상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인간 중심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시작부터 보다 공정한 경제를
설계하고, 세금과 공공지출을
재분배와 보다 큰 공정성을
창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세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정치적 풍토에서 이것은 매우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도 각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무역과 투자는 기회, 제품, 서비스 및 번영을 보다 더 넓게 퍼트릴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점점 더 부유한 주주들에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 이는 주류 비즈니스 세계를 불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사회운동 및 기업가들은 구속력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만들어 왔다. 이는
협동조합, 직원 오너쉽 모델, 업무 우선주의, 영리기업, 사회적 기업 및 공정 무역 사업을 포함한다.
여러 연구에서 직원 소유 회사들이 더 높은 고용 성장과 더 높은 직원 임금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한다. 82 예를 들어,
몬드라곤(Mondragon)은 스페인의 다국적 협동조합으로 1 백 3 십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7 만 4 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사 결정은 민주적이고, 고용 보장이 촉진되고, 가장 많이 버는 직원의 임금은 가장 적게 버는 직원의
임금에 비해 최대 9 배를 넘지 않는다.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델들에 자금을 대고,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우선시한다면, 우리 경제는 이와 같은
혁신적인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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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치적 지도자들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
의료 및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과 지출을 부의 재분배에 사용함으로써 불평등을 더 감소시키는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0 년부터 2009 년까지 83 150 개국 이상의 선진국이나 빈곤국이나 동일하게 입증된 바에 의하면 의료, 교육 및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는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는 여성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키거나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들은 무상 보육 제공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과 결합될 때 증가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유층들이 누리는 초과 수익들을 재분배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 모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며, 그들이 빚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야 한다.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과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회피처와 전세계 비밀 조직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에 관한 전세계적인 하향식 경쟁은 정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부유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84

보다 공정한 세상
우리는 하위층의 평범한 근로자와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보다 많이 보상하고 착취를 끝내도록 우리의 경제구조를
시급히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슈퍼리치들에게 과도하게 보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약속한 바이다. 우리 모두 함께 불평등의 위기를 종식할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보다 인간 중심적인 경제와 보다 평등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

권고안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세계의 빈곤에 대한 현재의 주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요 목표로 더욱 평등한 인간 중심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하기 권고안은 정부,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살펴본다.

정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해진 기간안에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층의 수입 대비 소득
상위층의 수입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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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여 이 지표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10 번째인 불평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86
극단적 빈곤을 없애려면 극도의 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오늘날의 부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각국 정부는 규제와 세금정책을 통해 최상위 부유층의 규모를 낮추고 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국은 더욱 많은 가구 조사를 통해 최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및 부의 집중 현상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자료 발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87
성불평등 종결, 여성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개선, 그리고 가계, 정부 및 세계경제 파워의
불균형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의 수립 역시 시급하다.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권리 또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해가 되는 규제 및 정책을 바꾸고 여성근로자 및
하위층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시작부터 공정한 경제 설계:
기업 지배 구조 및 공급 과정에 협동조합 및 직원 참여를 포함한 공정한 수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장려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모든 공급자에 대한 실사를 실행하여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에88 준하여 모든 근로자의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한다.
주주들에게 반환될 수익금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 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과 지나치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89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역시 철폐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철폐하고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체제를 구축하여 경제 체계 전반에 걸쳐 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강제노동과 임금착취를 철폐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생활 임금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이 과정에 노조
및 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노조구성을 장려하고 노조 구성과 파업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칙기준마련 및
이에 반하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가사노동자, 이주노동자 및 비공식 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분배:
공공 지출
공공서비스에 대한 무상지원 및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공개적으로 약속,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0 공공서비스
자금마련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주는 사회보장연금 및 사회보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공급에 대한 기존 및 신규 공적 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자제하여야 하며 공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여야 한다.

세금
세금정책을 통해 극도의 부의 확산을 막는다. 슈퍼리치의 상속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부당이득 축적을
근절하고 고소득자 대상 세율을 증가시킨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부호 대상 글로벌부유세(global wealth tax)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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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경쟁 중단을 위한 새로운 국제조세법 개정을 추진 한다. 법인세 세율은 공정하고 진보적이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91 새롭게 진행되는 모든 협상은 다자간 동등한 조건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된 글로벌세무기구(new global tax body)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회피처의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도입 및 이를 이용한 기업, 개인, 국가에 대한 자동적인
제재를 통해 조세회피처의 사용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보다 인간 중심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자사 및 공급자의 저임금 근로자와 생산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기업방침을 세울 수 있다. 이들에게
최저생활임금이 보장되기 전에는 주주배당금이나 주식 매입 또는 임원에 대한 보너스의 할당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 내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권장하여 근로자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공급자 선정시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공급자를 우선 선택하여 전반적인 사업방식 문화의
변화를 꾀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 또는 생산자가 부분 또는 전체 지분을 소유한 경우, 사업모델이 사회적 미션을 우선
순위에 둔 경우, 또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체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사업자 등이 우선 선택 공급자 대상에 속한다.
옥스팜의 공정가치클럽 (Fair Value Club)92 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급여와 중간급여(median pay)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도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이익의 일정 부분이 공급망 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카페다이렉트(Café Direct)93 는 50%의 수익을
커피생산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직장내에서 성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기업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UN 여성인권구현원칙(UN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94 및 ILO Conventions (C100, C111, C156, C183) 95 을 이행하고 고용, 교육, 인사, 고충토로 등을 포함하는
직장내에서 성불평등을 근절하는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 성별 임금의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노조와의 의미 있고 건설적인 교섭 참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집행부와 같은
요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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