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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를 모색하며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건국 후 지난 50여 년
간은 부흥과 개발, 산업화와 양적 성장, 정치적 권위주의의 시대였다. 그
러나 새로운 건국 50년을 앞두고 지식정보화와 경제의 질적 성숙, 정치
적 민주주의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이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의 시대는 동시에 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시
대의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법과 제도, 문화․의식․관행 등을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이 변화와 개혁의 중심부에 노동이 위치하고 있다. 왜냐하
면 새로운 시대의 문명사적 규정인 지식정보화는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원천을 지난 시대의 물적자원으로부터 사람과 지식, 즉 인적자원으로 전
환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생산적 활용으로서의 노동과, 노
동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노동의 신질서 형성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동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노동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
자들의 공통점은 우선 연령적으로 50대로서 단순히 각자의 전공분야에
관한 이론뿐만 아니라 노동현실과 정책에 관한 이해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세대의 노동학자들은 대개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현실에 눈을 뜨고 노동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노동
문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들이 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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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노동현실과 노동의 미래, 그리고 새로
운 노동질서에 대한 각자의 생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필자들 사이의 시각의 차이를 조율하기보다는 현실과 미
래를 바라보는 다양성을 존중하여 그대로 싣기로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과 논점들이 보다 나은 노동의 미래를 열어 가는 토론의 폭과 깊이
를 더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원덕은 먼저 21세기 경제사회의 패러다임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
망한다. 거시경제적으로는 지식정보화가 급진전하고 성장률 5%대의 중
성장 경제시대로 전환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노동이동이 증대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고학력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
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심화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산업, 신직종, 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따른 빈번한 직장이동이 개인의 고용불안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동시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평적 노동시장을 발전시켜야 한
다. 이렇게 하여 거시적으로는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
근로자에게는 평생직장은 어렵더라도 평생직업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생애 동
안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
편 여성, 청년,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고용촉진정책도 향후 중요한 노동
시장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장호는 21세기에 한국노동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패러다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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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그리고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21세기에 활력이 넘치면서 공
평한 노동사회가 구축되기 위한 사상적이고 철학적 기조는 인본주의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본주의적 노동편성원리는 노동 소외의 극복과 형
평의 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먼저 고용형태의 비정형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노동운동조건의 상대적 저하,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등 노동경제
및 노동관계의 주요 변화의 내용 및 성격의 분석을 통하여 노동의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
른 기업 패러다임의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포드
주의 노동편성원리와 대비되는 21세기 탈자본주의․지식사회 시대에 요
구되는 인본주의 노동편성원리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구성적으로 제시
한다. 이러한 추이 변화의 기저적(基底的) 요인으로는 사회체계론적 관점
에서 기술 패러다임과 시장 여건의 변화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21세기의 인본주의 노동평성원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
동경제 패러다임과 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고용친화적이고 사회통
합적인 노동정책기조 견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경제의 비전은 단순한 당위일 뿐 아니라, 21세기에 예상되
는 기술조건․기업환경․노동사장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역사적
필연성도 갖는 현실이라는 점을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박덕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의 변화된 경영 여건이 기업의 경영 관행을 변화시키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임금은 물론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엄청난 변화를 초
래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
사회 이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고용유연성의 증가이다. 경제상황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빈번
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평생고용이나 장기근속은 드물어지고 있
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간제 노동, 임시직 노동, 자영업 노동 등의 소
위 비정형근로(non-regular forms of employment)가 증가하고 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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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기업간 상품거래의 증가와 함께 기업간 노동거래의 증가이다. 파견
근로, 용역, 하도급계약에 의한 노동과 자영업의 증가도 부분적으로 이
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셋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현상이다.
1970년대 이래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넷째는 서비스부문 고용
의 증가와 광공업부문의 고용 비중 감소이다. 다섯째는 임금격차의 확대
현상으로서 고소득층의 임금은 더욱 큰 비율로 상승하는 데 반하여 저
소득층의 임금은 실질임금이란 면에서 보면 정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
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연공적 임금 상승의 둔화 내지 소멸 현상을 들
수 있다.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크게 기업의 필요에 따른 고용조정
을 최대한 허용하는 미국식 접근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중시하여 고용
조정이나 비정규고용을 규제하는 유럽식 접근을 들 수 있다고 보고, 노
동시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성과를 보면 미국식 접근이 유럽식 접
근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파악하고 있다.
남성일은 변화하는 취업형태를 관찰하고 비정규직, 특히 파견인력 증
가에 관한 상반된 설명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각
각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기업내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인건비 절감과 노
동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핵심인력을 파견 등 주변인력으로 대체한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접속-분리 모형은 직접고용과 파견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비용의 차이에 의하여 파견수요를 설명한다. 인력의 이용 기간이 짧
거나 채용 혹은 훈련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 기업은 직접고용보다는 파
견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필자
는 주장한다.
미국의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 파견은 GNP와 정의 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나 접속-분리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다.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정규직․비정규직 수요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음을 시인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보면 파견을 수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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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와 공급하는 이유들이 이론과 부합되게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실증분석들은 파견이 고용을 창
출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첫째, 인력파견의 기
간에 대하여 단기파견 시장의 육성을 위해 장기파견에 제한을 둔다는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 기간 연장을 허용 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파견대상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극소수의 업무만 제외하고는
완전 자유화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한 형편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임
금 등 근로조건은 시장 기능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재원은 기업의 아웃소싱(outsourcing)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
세임을 지적하고, 이것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필자는
흔히 아웃소싱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제1단계는
기업이 조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웃
소싱을 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에서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있
는 전략적 부문을 제외하고는 외부의 전문기능을 활용하는 전략적 아웃
소싱단계이다. 과거에는 제조, 물류 등 단순한 업무 대행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기획 기능이 포함된 전략적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
리고 제3단계는 고객기업과 아웃소서 쌍방이 핵심역량을 제공하며 전략
적으로 제휴하는 코소싱(co-sourcing) 단계이다. 이와 같은 발전 단계를
경계적 아웃소싱(boundary out-sourcing), 멀티 아웃소싱(multi-outsourcing) 및 오픈 아웃소싱(open outsourcing)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기
도 한다. 나아가, 국제화 시대를 맞으면서 외부 자원이나 기능의 활용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넓히는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아웃소싱이 다양한 형태와 범위로 용이하게 도입되는 이유
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소싱(insourcing)할 때 보다 적은 고정
비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핵심역량에 내부 자원 집중으로 생산성 향
상, 비효율적 부문에 대한 리스트럭처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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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외부의 전문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내부 인력으로 불가능한 업
무 수행, 외부와 고객이나 기술 등 관련정보 및 지식의 공유로 시너지
(synergy) 효과를 통한 부가가치창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 외부의 중립적 평가를 활용한 품질개선, 벤처기업 등 신규로 창업
하는 기업들의 창업의 용이화 등이 아웃소싱의 장점이다. 반면, 아웃소
싱의 단점으로는 조직 내부의 요인으로 기밀이나 기술 노하우의 외부
유출이 나타날 수 있고,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노사간 마찰이 빚어
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아웃소싱이 노사관계에 주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근로자들이 고
용조정 대상이 되어 고용불안이 야기되며, 불안정 고용 근로자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 전략적 아웃소싱의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도급계
약으로 이를 둘러싼 다툼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
웃소싱에 따른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핵심역량 부문으로의 인력
이동을 통한 인력 보유,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활성화와 평생
경력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모범계약 모델을 만들어 보급시키는 등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효수는 PDR 시스템이론은 고용관계 분석을 위한 적합한 이론적 틀
임을 설명하고, 본 이론에 기초하여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상생적 고용관계(mutual gains)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구축 방향을 제시한
다. 여기서 고용관계는 협의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
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규정한다. 고용관계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이유는 협의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를 분리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상생적 고용관계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지속적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포
함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장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
성을 제고시키고, 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는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필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의 유연성과 지식노동력의 확보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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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및 상생적 고용관계 확보를 위한 핵심적 전략이며, 이를 위해서
는 창의적 휴먼웨어 시스템(humanware system) 중심의 동태적 PDR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DR 시스템이론은 특히
PDR 시스템 상호간의 균형(balance)을 대단히 중시한다. 최신의 하드웨
어 시스템이나 혁신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하여도 그것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휴먼웨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혁신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본다. 창의적
휴멘웨어 시스템은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배시스템과 룰-메이
킹 시스템(rule-making system)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할
때 반드시 PDR 시스템의 상호작용 과정과 효과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배진한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방향으로 노동자 경영참가모형을 제시하
는 데 의의를 두었다.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 · 사 · 정의 세
력균형, 노동조합의 기업경영에의 통합의 정도, 그리고 노사관계를 둘러
싼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에 주목하면서 그 외 우리나라 노사관계
의 환경요인으로 국제경쟁의 격화와 취약한 부가가치 확보능력,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소형화․네트워크화,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 일자리의 확대 등의 추세들을
집중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적합성이 있는 우리나라
의 노동자 경영참가모형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민주주의를 동시
에 지향하는 고성과 생산체제 및 고성과 작업관행이 기업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산업별 노동조합체제 구축 노력들은 현실에서는 국제경쟁의 외
풍을 적게 받는 의료, 교육, 철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 부문
이나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독점력을 가진 부문에 집중되고 있어서 기업
별 노조체제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독점적 렌트의
분배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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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코퍼러티즘적 노사관계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럽형 작업방식
및 경영참가방식과 거리가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서는 오히려 기
업별 노동조합체제가 보다 높은 현실적합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
째,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장래 비전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
상, 인적자원개발을 지속시키며, 노동조합운동 지도자의 육성과 배출, 지
속 가능하고 열린 산업민주주의 리더십 창출, 노사간 용의자의 딜레마
문제를 극복하는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체제 구축이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우선, 사용자에게 기술개발
과 생산성 향상 압력을 행사하고 동참하며, 노동자의 직업능력향상 프로
그램과 과학적인 업무성과 평가제도 정착에 참여·협력해야 하고, 평조합
원 수요 중심의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며, 나아가 사용자로 하여금 각종
노사협력 프로그램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사관계체제와 노동자 경영참가모형
은 외국기업들 또는 해외 선진국들의 체제와 모형을 그대로 도입함으로
써 마련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주체들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각고의 치열한 노력과 협력으로 독창적으
로 창조해 내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광택은 오늘날 노동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기술화와 세계화라는
경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것으로 신노동사회(Neue Arbeitgesellschaft)
의 성립을 의미한다는 시각에서 점차 불안정해지는 경제활동을 노동법
의 질서기능을 살려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현재 ILO가 추
구하는 품위있는 노동(decent work)은 법적 체제를 통해 모두에게 자유,
형평, 안전 및 인간의 존엄이 전개되는 생산적인 노동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것인데, 이러한 ILO 접근방법은 경제적 압박과 노동보
호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의 틀로서 법률분야의 역할이 여러 영
역(또는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필자는 노동보호법이 근본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기술적․경제
적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판의 여지가 없
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Oechsler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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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노동법체제를 위한 개념이 전체적으로 결여되었
다고 보고 있다. 이 새로운 노동법체제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 과
정을 중시하며 결정의 재량을 넓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단체협약 레
벨에서의 과정을 중시하는 협정과 신축적인 일괄 해결에 관하여 사업장
레벨로의 혁신적 연결에 비중을 둔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도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연화는 오래 전부터 ‘시간
주권(Zeitsoveränität)’의 이름하에 논의되고 있다. 실례로 독일금속노조
(IG Metall)가 1995년초 Bayern 지역의 단체교섭에서 도입한 개인별 근
로시간 계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전되는 노동법은 국제적 척도에
서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기업조직과 생산을 위한
기초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 성격은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협력인
것임을 강조한다.
하경호는 세계화․개방화라는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에 따
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복합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노사자율질서
의 발전전망을 모색한다. 우선 선진 산업국가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서도 구조조정의 진행과
함께 꾸준히 확산되어 이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근로관계의 유연화와 기업 운영의 탄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
정되고 있는 특수한 취업형태에 종사하는 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도 대
두되고 있다. 보험모집인, 레미콘운송차주,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근로자성(性) 여부가 문제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에 편입된 근로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취급하여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는 문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기업합병이나 분할, 사업양도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문제가 입법적으로나 해석론상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당사자의 진정한 자율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노동시장 또는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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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환경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법이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노사당사자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자율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과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파악한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으로는 협약질서와 함께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
자대표에 의한 근로자참가 기능과 노사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장 자율질
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김형기는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 시각에서 한국의 기존 발전모델
을 ‘주변부 포드주의’로 규정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대량수출 축적체계는 1987년 노동자 투쟁을 계기로 위기에
처하여 1997년 IMF 관리체제에서 추진된 고금리정책과 긴축정책으로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본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 경제사회에 적합한 대안
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필자는 대안적 발전모델은 기존 발전모델의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개혁 내용을 포함하면서, 21세기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
전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추상적으로 말
한다면 경제시스템의 공평성, 효율성, 유연성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규제 완화로 유연성
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공평성은 없다. 노동이 추구하는 경제민주
주의 전략은 재벌체제 개혁으로 공평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유
연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기본으
로 한 경제민주주의 전략의 부분적 결합이지만 혼란과 모순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립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인데, 여기서
탈포드주의 전략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탈포
드주의 전략은

교섭에 기초한 참가와 고숙련으로의 노동개혁으로서 공

평성과 유연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필자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서 성립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탈포드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PostFordist Democratic Market Economy)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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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포드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의 노동개혁의 기본 방
향은 노동 과정, 노동시장,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임노동 재생산의 세 영
역에 대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 과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신생
산체제의 구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효율적인 생산체제는 단순반
복노동이나 위계적 노동통제로 특징지워지는 테일러주의적 작업구조에
서 다기능 숙련근로자의 교섭을 기초로 한 반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으
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산체제의 유연성은 유연자동화 기술과 유연조
직을 통한 유연생산체제의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적으로 맞추어져 왔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 구조의 형성임을 강조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노동시장 분단에 의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며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 철폐를 요구한다. 노동력
재생산 개혁은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고도 숙련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고 진단한다.
김대환은 세계화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지식기반 경제
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식기반경제의 필요에 상응하
는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그리고 이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노동정책의 중점은 인적자원개발에 두어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지식노동자를 양성하여 노동시장에서 심화될 우려가 있는 인력수급의
질적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
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지식기반경제가 초래하는 지식 격차와 이로 인
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강조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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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회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 교육제도를 개혁
하고, 열린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평생훈련체제를 실질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력의 차이를 떠나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의 중요
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적개발정책은 단지 노동시장정책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
회 투자적인 의의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노동정책의 중점 변화는 지식기반경제에 조응하는 노사관
계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기존의 대립적 노
사관계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동자가 작업장 수준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흐름을 상식적으로 접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노
사관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참여적 노사관계의 제도적 내용은 교섭 범위
의 확대 및 노동자이사제의 점진적 도입, 노사협의의 내실화와 노사공동
위원회의 활용,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연계, 경영참가위원회 설치로 요
약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참여 노사관계의 제도화는 일차적으로 노동운동의
과제임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데,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분배투쟁 위주에서 참여협력 위주로 중심을
이동하고, 과도한 정치화를 극복하여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구축하며, 노
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도 준법활동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과 출판 과정에서 도움을 준 박수향 연구원, R.A
강나희 씨, 출판팀장 박찬영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공동필자를 대표하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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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 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Ⅰ. 2 1세기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 30여 년에 걸친 고성장 개발경제 단계를
지나 향후 중장기 성숙경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1970～80
년대의 8% 수준에서 1990년대의 6%대를 지나 2000～2010년에는 5%대
로 낮아질 것이다. 성장률뿐만 아니라 지식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성장
동력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은 1991～
2000년간 3.4% 수준에서 2001～2010년 기간에는 인구증가율 감소와 근
로시간 단축으로 2.4%로 하락할 것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와 자원 재분
배에 의한 경제성장도 현재 2.2%에서 2001～2010년간에는 1.5%로 낮아
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성장기여율은 현재의 1.2% 수준이 계
속 유지될 것이다. 그 결과, 기술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91
～2000년간의 18%에서 2001～2010년 기간 중에는 24% 수준으로 증가
할 것이다. 이는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될 것이다.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물론, 제조업 내부에서
기술·지식 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의 부문
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공
장의 해외이전, 저부가가치산업의 퇴조, 서비스 기능의 아웃소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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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실질성장률
불규칙 요인
잠재성장률
요소투입
노동
자본
생산성 증가
규모의 경제
자원 재배분
기술진보

1970 80
7.6
-0.6
8.2
5.2
3.1
2.1
3.0
1.5
0.9
0.6

1980 90
9.1
1.1
8.0
4.5
2.6
2.0
3.5
1.7
0.8
1.1

(단위 : %)
1990 2000 2000 2010
5.4
-0.9
5.1
6.7
2.4
3.4
0.3
1.5
2.1
1.9
2.7
3.4
0.9
1.5
0.6
0.7
1.2
1.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등으로 1990년의 29.5%에서 2000년 28.4%, 2010년에는 28.0%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60.9%
에서 2000년 67.0%, 2010년에는 69.3%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소득수
준의 향상,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유통, 의료·보
건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내에서 영위되
었던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정보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외주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對)기업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 노동력 공급의 변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되, 그 증가율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총인구 증가는 1995～2000년에는 218만 명(연평
균 0.97%) 증가하였지만, 2000～2005년에는 185만 명(연평균 0.78%),
2005～2010년에는 150만 명(연평균 0.61%)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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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전망

총인구
증 감
연평균증가율

1995
45,093

2000
47,275
2,182
0.97

2005
49,123
1,848
0.78

(단위 : 천 명, %)
2010
50,618
1,495
0.6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96.

로 전망된다. 결국 총인구는 2020년대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97년에 62.2%에 달하였으나 2000년에는 60.7%로 1990년대 초반 수
준까지 감소하였다. 향후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005
년에는 63.3%까지 증가하고 2010년에는 6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2000～2010년간 3,935천 명(남자 1,626천
명, 여자 2,30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15～64세 인구를 기초로 계산한 경제활동참
가율은 일본, 미국, 스웨덴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렇게 경제활동참가
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표 1- 3 >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1990
1995
1997
1998
2000
2005
2010

전체
남자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18,539
60.0
11,030
20,853
61.9
12,456
21,662
62.2
12,770
21,456
60.7
12,894
21,950
60.7
12,950
23,823
63.3
13,838
25,885
65.6
14,576

주 : 한국노동연구원의 잠정전망치임.

(단위 : 천 명, %)
여자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74.0
7,509
47.0
76.5
8,397
48.3
75.6
8,891
49.5
75.2
8,562
47.0
75.1
9,000
48.3
75.6
9,985
50.7
75.7
11,309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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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 >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19 9 9년

15～64세

(단위 : %)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63.9 72.4 64.1 73.6 67.8 71.2 78.5 76.3 77.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 , 2000.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추세는 주로 여성의 참가율 증가에
기인한다.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에서 1997년 사이에
76.4%에서 75.6%로 오히려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42.8%에
서 49.5%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47.0%로서 1990년 수준으로 후퇴하였으나 2000년 현재 47.5%로 증
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경제성장이 정상궤도에 접어드는 것과 함께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에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여전히 75%대에 머무는 데 비해서, 여성은 56%까지 증가하여 1980
년 대비 약 1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① 여성의 고학
력화 ② 혼인·출산 형태의 변화 ③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는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40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도 파트
[그림 1- 1]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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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 >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19 99년
한 국
일 본
대 만
호 주
프랑스
독 일
스웨덴
영 국
미 국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전체
15～20세
50.8
35.4
59.5
46.7
50.8
37.7
64.5
68.6
61.3
24.6
62.3
46.3
76.0
49.5
68.4
65.1
77.2
62.9
해외노동통계 , 2000.

25～54세
56.6
66.4
60.1
69.5
78.4
75.7
85.7
75.8
76.8

55～64세
48.9
49.8
24.8
32.6
32.5
34.3
64.9
41.1
51.5

타임, 재택근로,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통적으로 결혼·출
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을 반영하여 20대 후반이 가장 낮은 M자형
곡선인데, 이는 최근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20
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20대 초반과 40
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앞질러서 M자형 곡선의 계곡이 완만
해지는 추세에 있다. 둘째,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시점이 20대 후
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여 초혼 및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의 여성 경제활
동인구수는 11,309천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3.7%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1970년의 35.9%와 2000년의 41.0%에 비해 볼 때,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것은 영유아
보육 및 모성보호의 사회화 수준이 낮고,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가 활성
화되어 있지 못한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층의 경우, 취학률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
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근로형태 다양화 추세가 확대되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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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인하여 참가율의 하락추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취학률 증가와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 중에
서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가의 문제는 성별·연령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5～21세까지는 여성의 참가율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6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전망
(단위 : 천명, %)

전체

남자

여자

20101)
35 ( 2.1)
289 (24.3)
419 (49.9)
1,083 (62.2)
20 ( 2.5)
190 (23.6)
85 (42.2)
407 (52.4)
15 ( 1.7)
98 (25.7)
334 (52.3)
676 (70.1)

2000
45 ( 2.0)
402 (26.7)
479 (48.1)
1,182 (61.9)
29 ( 2.5)
192 (25.9)
132 (42.6)
463 (55.0)
18 ( 1.7)
211 (27.4)
347 (50.7)
718 (67.4)

15～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15～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15～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자료 : 1)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9.
[그림 1- 2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전망: 15～24세
16 0 0
1 ,2 9 4
1 ,1 2 4

12 0 0

8 16
800

70 2

400

0
남자

여자
20 0 0

20 1 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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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세 청소년의 경우는 남성의 참가율은 감소하는 데 비해서 여성의
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로 인하여 청소
년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2000～2010년간 15～
24세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남자가 816천 명에서 702천 명으로 114천 명
이 감소하고, 여자는 1,294천 명에서 1,124천 명으로 170천 명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이다. 고령층 인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져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0～64세 연령층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4.8%에서 2010년에는 57.6%로, 그리고 65세 이
상 연령층은 이 기간 동안 28.0%에서 30.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로는 고령 남성의 참가율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령 여
성의 참가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2010년간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2,534천 명에서 3,249천 명으로 증가하고, 65세
이상은 954천 명에서 1,424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7 >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명, %)

전 체

남 자

여 자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0
1,426 (64.5)
1,108 (54.8)
954 (28.0)
858 (80.1)
655 (65.5)
540 (41.1)
568 (49.8)
452 (44.3)
414 (19.8)

자료 : 1)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9.

20101 )
1,621 (64.0)
1,628 (57.6)
1,424 (30.9)
964 (80.3)
997 (66.4)
805 (41.2)
657 (49.3)
631 (47.5)
619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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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 ] 노령층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단위 : 천명)
3 ,500
3 ,000

3 ,2 4 9
2 ,53 4

2 ,500
2 ,000
1 ,42 4

1,500
9 54

1,000
500
0
2 0 00

2 0 1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9.

끝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가 고
학력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더불어, 학력별 경제활동참
가율 자체도 변화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저학력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고졸 인
구는 199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1998년 한 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대졸
이상 인구는 80% 수준에서 큰 변동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를 성별
로 구분하여 보면, 대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95.1%에
서 1997년 92.5%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인 데 비해서, 여성 고학력 인구
의 참가율은 1980년 46.7%에서 1997년 63.9%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향후 10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학력별로 전망해 보면, 고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간 증가하고 대졸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중
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참가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중졸 이하가 43.8%, 고졸이 66.4%, 대졸 이
상이 79.2%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0～2010년간 학력별 경제활동인
구는 중졸 이하의 남자가 1,535천 명, 여자가 565천 명 감소하는 반면, 고
졸은 남자 2,632천 명, 여자 982천 명 증가하고, 대졸 이상은 남자 1,514
천 명, 여자 1,80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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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 ] 학력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남 자>

9

(단위 : 천 명)

9 ,0 00
7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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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00
3 ,6 16

3 ,3 12
3 ,0 00

1 ,777

1 ,0 00
2000

20 10
중 졸이상

고졸

대졸이상

<여 자>
9 ,0 00

7 ,0 00

5 ,0 00

4 ,570
3 ,8 14

3 ,58 8

3 ,49 1

3 ,249
3 ,0 00

1 ,6 88

1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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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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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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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9.

2 . 노동력 수요의 변화
노동력 수요 변화의 특징은 첫째, 불확실성의 증가이다. 경제·산업구
조의 급속한 변화와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지식정보화, 서비스화, 글로벌화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전
환으로 상실되는 고용의 양과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노동력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어 마찰적 실업이 증대할 것이며, 장기고용 관행이 축소
되면서 고용조정이 더욱 탄력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둘째, 고용 흡수력의 둔화이다. 우리 경제는 1998년에 - 6.7%의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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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하였으나 1999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조만간 정상성장 궤도
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 회복후 과거의 고성장 경제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성장률이 5% 내외인 중성장 경제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기술진보로 인하여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므로 과거와 같은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노
동의 성격과 고용구조는 근력에서 지력으로(from brawn to brain ) 전
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발
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즉, 단순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저숙련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지식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산업별 생산 비중 면에서도 지식
[그림 1- 5 ] R &D 집약도별 고용구조 변화의 전망

주 : 과학기술처, 1997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에서 제시한 국내 산업의
지식집약도 수준에 근거하여 분류함. 고기술산업은 정밀기계, 운송제품,
전기·전자제품, 일반기계제품, 고무제품,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이며,
중기술산업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지제품, 인쇄·출판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조립금속,
기타제조업 등, 저기술산업은 농림어업, 건설업, 음식료, 섬유·의류, 목제
품, 석유·석탄제품, 1차금속제품 등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1999.

21세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이원덕 )

11

기반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집약도
(연구개발자본/ 매출액)를 기준으로 고기술 산업과 중기술 산업, 저기술
산업을 구분하고, 이 기준을 이용하여 취업구조를 분류하여 보면, 중·
고기술 산업에서의 취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저기술 산업
에서는 취업 비중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고기술 산업의 취업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들
분야의 고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용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될 것이다. 제조업 및 농림어업 종
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계
속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1995년 2,541천 명(12.5%)에서
2005년 2,035천 명(8.9%), 2010년 1,868천 명(7.4%)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취업자수 및 비중의 감소는 산업구조상 비중의 하락뿐
아니라 영농의 기계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의 감소 때문이다. 1995년
에 4,773천 명(23.4%)이던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2010년에는 4,518천 명
(17.9%)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먼저, 도소
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995년 5,35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3%
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에는 7,799천명으로 30.9%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 8 > 산업별 취업구조 전망
1995
농림어업
2,541( 12.5)
광업
27( 0.1)
제조업
4,773( 23.4)
전기·가스 및 수도업
69( 0.3)
건설업
1,896( 9.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358( 26.3)
운수·창고 및 통신
1,068( 5.2)
금융·보험 및 부동산
2,280( 11.2)
기타 서비스업
2,365( 11.6)
전 체
20,378(100.0)
주 :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

(단위 : 천 명, %)
2000
2005
2010
2,298( 11.0) 2,035( 8.9) 1,868( 7.4)
21( 0.1)
23( 0.1)
25( 0.1)
3,990( 19.1) 4,208( 18.4) 4,518( 17.9)
84( 0.4)
91( 0.4) 101( 0.4)
1,588( 7.6) 1,830( 8.0) 2,221( 8.8)
5,828( 27.9) 6,678( 29.2) 7,799( 30.9)
1,316( 6.3) 1,532( 6.7) 1,842( 7.3)
2,925( 14.0) 3,362( 14.7) 3,685( 14.6)
2,862( 13.7) 3,110( 13.6) 3,205( 12.7)
20,890(100.0) 22,870(100.0) 25,2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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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증가 효과와 유통구조 근대화에 따른 감소
효과라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종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
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취업자수는 1995년에 1,068천 명에서 2010년
에는 1,842천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며, 취업자 비중도 5.2%에서 7.3%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의 취업자수도 같은 기간
에 2,280천 명(11.2%)에서 3,685천 명(14.6%)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끝으로,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365천 명(11.6%)에서 3,205천 명
(12.7%)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끝으로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새
로운 지식의 생성·창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촉진
되고, 노동력의 유동화가 증대할 전망이다.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전문인력의 적기 확보와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 등에 의해 종전의 폐
쇄적인 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하던 고용관행이 약화되면서 평생직장에 기
반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여성, 청소년, 고령층
등 주변노동력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식정보화에 의해
근무형태의 변화가 확산됨에 따라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재택근로, 프
리랜서 등의 고용형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Ⅲ. 노동시장정책 방향 및 과제

1. 기본 방향
노동시장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적극적 일자리창출을 통한 완전고용 달성이다. 1999년의 실업률
6.2%에서 2002년 이후에는 자연실업률 수준인 3%대를 유지하여 완전고
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매년 30만 개의 순일자리창출(취업
자 증가)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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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글로벌화의 진
전, 경제 및 산업구조의 급속한 전환 등으로 기존 일자리가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소멸되
는 일자리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산업, 신직종, 성장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일자리창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둘째, 평생직업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평생직장사회에서 평생직
업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 기업 내에서의 평생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에서 직장을 바꾸더라도 능력이 인정됨으로써 고용이 안
정되는 평생직업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직장의 이동이
고용불안으로 귀결되지 않고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개인의 효과적
경력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평적 노동시장이 발전해야 한다. 또한 전
직 희망자가 원활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근로자의 직장·직업 선택의 폭을 확
대해야 한다. 고용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개인 차원에서의 노동시간의 효과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근로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체제(lifetime learning for all)를 구축
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직업생애의 장기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노동
력의 유동화 증대, 기업의 능력 중시, 고용관리의 강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고용안정은
전통적인 한 기업 내에서의 직장안정(job security)이 아니라 취업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노동시장 내에서의 고용안정(labor market security)을 통
한 평생고용(lifetime employment )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그 학
습 결과를 사회에서 인정하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근로자의
재훈련·순환학습(recurrent learning)을 통해 평생 취업능력을 개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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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여 고용의 안정·유지 및 실업 없는 노동이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여성고용 차별의 해소와 여성고용의 증대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과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고용차별금지 조항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도입과 기업의 여성고용 채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이 필요하다. 채용, 직무배치, 승진,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의 남녀차별 시정을 통해 남녀간 직종분리 현상을 해소하여 여성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로 여성의 취
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 장애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개인의 의욕이 존중되고 능력이 활용되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최저선의 보장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도전의 의욕을 고취하는 적극
적 의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령자, 장애자를 포함하는 모
든 국민이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
건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폐지하
고, 장애인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정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단위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제 및 산
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낙후되거나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2 . 주요 정책방향
가.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
먼저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의 질적 제고, 다양한 정보의 통합, 정보 접
근의 용이성 제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직업
훈련, 노동시장 동향 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
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Labor Market Information : LMI)을 완성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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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9> 정보 내용의 비교: Wo rk- Net , 캐나다 Wo rkInfo Net , 미국의 LMIS
정보의 종류

Work-Net WorkInfoNet

LMIS

1. 구인정보

○

○

○

2. 구직정보

○

○

○

○
○

○
○

×
×
○

○
○
○

4. 창업정보

○

○

-

5. 직업훈련 및 교육
·종합적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정보
·직업별 직업훈련정보
·자격증 또는 면허정보

○
×
○

○
○
○

○
○
○

6. 직업정보
·직업특성 및 직무내용
·직업별 임금(소득)
·직업별 취업자수
·직업별 취업형태
·직업별 고용의 변화추이
·직업별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

○
×
×
×
×
×

○
○
○
○
○
○

○
○
○
○
○
○

7. 학과정보
·학과의 일반적 설명
·졸업후의 진로
·졸업후의 기대소득
·졸업후의 취업형태
·졸업생들의 인구학적 특성

○
×
×
×
×

○
○
○
○
○

○
○
○
○
○

○

○

3. 여타 취업정보
·해외취업
·계층별 취업정보(학생, 주부, 장애인,
고령자 등)
·공공기관 취업
·산업별 취업정보
·직장탐색 기법

-

8. 직업전망
·직업별 고용전망
9. 노동시장동향
·경제 및 노동시장정보
(경기예측, 실업률 등)
·직업별 구인·구직 동향
·지역노동시장정보
주:

○

○

×

○
○

-

- 는 다른 정보망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으로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는 매우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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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즉 Work- Net의 정보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둘째, 향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직업별 노동시장의 발전에 대비하여
직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직업분류체계를 우
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직업의 세계와 향후 직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CD- ROM 등으로 전국민에게 배포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공공직업안정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기
관과 고용서비스 인력 등 직업안정망을 단계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
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취업알선, 고용보험, 능력개발 및 각종 실업대책
업무가 연계되어 한 장소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상담원의 전
문성을 제고하고 그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계약직 직업상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전문교육 강화 및 표준화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직업안정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표 1- 10 > 주요 국가의 직업안정조직 현황
일 본
독 일
스웨덴
영 국
한 국

기관수
619
842
570
1,159
119

직원수
15,320
93,000
11,000
34,000
2,684

직원 1인당 근로자수
3,401
364
325
745
3,901

주 : 1997년 기준(한국은 1999년 3월 기준).

넷째,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직업알선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일치 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 근로자파견 사업자, 민간직업소개사업 등 민간의 노동력 수
급조정기관들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적절한 수급 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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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완화하고 민간직업안정기관에서도 공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
교류와 업무 연계가 가능하도록 민간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알선, 교육훈련, 근로자파견업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
하는 종합인력개발회사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첫째, 임금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임금의 일정 부분
은 근로자의 기본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성과에 연동된 연봉제, 성과급
제 등의 비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임금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의 가중을,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퇴직 후
생계불안을 가져오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등으로 기업의 효율적 인력
사용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확산에 대응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시간제 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도입이 노동시
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원활히 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면서도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시간제 근로
의 경우, 일거리가 없거나 시간제 근로밖에 없어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 시간제 근
로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현재 비자발적 단
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53.3%에 달하고 있어 네덜란드의
16.8%, 일본의 9.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
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근로기준 적용, 사회보험
적용확대, 기업의 차별 해소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제 근로가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면서도 기업의 인력관
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
택근로제도의 경우,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과 양질의 일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로의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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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책정, 재택취업자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상담체제 정비, 능력개발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파견근로제는 파견근로
자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파견근로제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노동력 수급조정기능
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적용, 직업능력
개발, 파견계약의 중도 해제, 파견계약 위반 등의 문제와 관련한 노동자
보호조치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1- 11> 각국의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

단시간 근로자 비율
네덜란드
영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한 국

33.4
23.3
17.5
17.2
21.1
5.9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비율
5.6
3.2
5.0
5.5
1.9
3.1

(단위 : %)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구성비
16.8
13.7
28.6
32.0
9.0
53.3

주 : 한국은 1998년 자료이고 나머지 국가는 1993년 자료임.
비자발적 구성비＝(비자발적 시간제 비율/ 시간제 비율)×100
자료 : 김태홍,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과 여성고용정책의 모색 , 1998.

다. 근로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첫째,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학습휴가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생애에 걸친 계속학습과 평생학습기
회에의 균등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 유인이 줄어들고, 지식기반산업 분야 등
에서 보여지듯이 기업의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전문직업 분야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 주도적인 훈련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 주도적인 훈련의 성과가 다른 훈련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학습휴가제의 도입
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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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의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의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를 정규 교육기관 교육비뿐만 아니라
개인이 능력개발에 투여한 비용 전액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력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교육·훈련 투자
비용에 대한 장기 저리의 직업훈련비 대부제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개인학습구좌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교육·훈련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 평생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직업능력의
인정·보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가치의 지
표(signal)이자 능력개발을 선도(guide)하는 자격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
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먼저 자격이 산업 현장의 다양
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과 일, 자격과 학력의 연계체
계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 표준제(National Skill Standard)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직업능력에 대한 인증제,
직업기초능력(Core Skill) 인증제의 도입과 개인의 학습 및 교육훈련 경
력을 체계적으로 누적 기록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학습구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 System )의 도입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사 참여적 인력개발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노사 참여적 인
력개발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경쟁력 확보의 호혜적인 이익(mutual
gains)이 실현될 수 있다. 훈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와 관련
된 각급 기구에 노사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
첫째, 여성고용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모집
과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과 여성근로자 우선 해고 등의 관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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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 실태 공표 및 고
용평등 우수기업 지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여성노동력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강제하고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고용형태의 다양화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 확대 등
으로 노동 수요자인 기업이 여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적극적 여성고용 확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여성고용을 우선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민간부문 여성채용·승진 모범기업에게 공공입찰
등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남녀 통합 교육으로 특정 직종에서의 여성고용 기회의 분
리·배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직
업훈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며, 재직중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
야 한다.
셋째,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여성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시
간제근로, 자율근로시간제, 재택근로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고용에서 시간제의
비중은 2000년 현재 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비율이 네덜란드의 경
우는 57.2%에 달하고, 일본의 경우도 39.4%에 달하고 있다.
<표 1- 12 > 시간제 근로에 있어서 여성 참여의 국제비교
(단위 : %)
여성 고용에서의 시간제 비율 전체 시간제 근로자에서 여성 비율
네덜란드
독
일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57.2
33.9
40.8
18.2
39.4
9.9

자료 : OECD, Emp loym ent Outlook, 2001.

76.2
84.5
79.9
68.0
69.7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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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먼
저, 2000년 법개정을 통해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의 사회화가 이루어
졌는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여성특별보호
조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탁아 및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방법 개선으로
탁아문제로 인한 취업 기회 상실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남녀고
용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이행 감독과 처벌만으
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사 및 사회 일반의 의식개선을 위한 지속
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마.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
첫째,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하여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먼저, 연
령에 의한 고용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노동자 모집의 단계에서 연령제
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기업들이 연령보다도 능력에 기초한 인사관리제
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노동력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 기업에 재고용
에 의한 계속고용, 타기업으로의 재취직 등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고
령자의 경우, 취업 의욕과 체력이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자영업 업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고령자의 단시간 취업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취업 이외에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여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 또는 정년제 폐지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려해야 한다.
최근 실업률 증가와 구조조정으로 실질적인 정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정년 단축은 고령자의 생계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기반 불
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을 다각적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년제 자체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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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으
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공
급 임금체계를 능력급으로 개선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을 지양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중고령자 조기 퇴출 유인을 줄여나
가고 이들의 계속고용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노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장애자가 일반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장애자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전의 직업훈련부터 취업 후의 직장 적응까지 일관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장애자 의무고용제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이 단시간근로, 재택
근로 등 유연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
비해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의 종합적 고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의 글로벌화
가 심화되고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단위에서의 고
용기회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역수
준에서의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지역의 자립과 촉진 등을 도모하면서 인구규모, 산업구조, 취업구조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농림어업
의 진흥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진흥책을 도입하여 일자리와 취
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도시생활을 피해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 제공, 취직상담, 직업소개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농림어업 관련단체와의 제휴를 도모하여 농림어업으로의 인재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1세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이원덕 )

23

참고문헌

강순희 (2000),

디지털인력과 교육·훈련 ,

디지털경제와 인적자원 ,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2주년 기념 토론회.
김태홍 (1998),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과 여성고용정책의 모색 , 한
국노동연구원.
박우성·노용진 (2001),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변

화 ,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2000),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 (1996),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대립에서 협력으로의 전환 , 경문
사.
블루스톤 & 블루스톤(장현준 역) (1995), 미래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
계 ,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2000), 최근의 경제변화와 향후 고용전망 , 보도참고자료.
이병희, 반복실업과 실업의 장기화 , 노동경제논집 , 제21집 제2호, 한
국노동경제학회.
이원덕 (1998), 21세기 한국의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1997), 노사개혁: 미래를 위한 선택 , 한국노동연구원.
(1995), 미국의 고능률 생산체제와 신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외 (1997), 근로자 참여적 경영의 실태- 한국과 미국 기업의 비
교 , 한국노동연구원.
(2000), 21세기의 노동정책 ,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택 외 (1996), 혁신하는 자만이 미래를 연다 , 한국노동교육원.
전병유 외 (2001), 디지털경제와 인적자원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1996), 장래인구추계 .
한국노동연구원 (2002), KLI 해외노동통계 .
(199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24

(2001),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 각호.
Cohen- Roshenthal, Edward and Cynthia E. Burton (1993), M utual
Gains, ILR Press.
ILO (1998), World Emp loym ent Outlook .
OECD, E mp loy m ent Outlook , 각년도.
Phan T huy, Ellen Hansen and David Price (2001), The P ublic
E mp loym ent S ervice in a Chang ing L obour M ark et, Geneva:
ILO.

□
2 노동의 전환과 노동경제의 새 패러다임

김 장 호
(숙대 경제학부 교수)

Ⅰ. 서 론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노동세계의 편성원리, 또는 성격의 전환에 대한
조망이 좀더 분명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혁
명의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두 자리 숫자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총량적인 고용기회의 심각한 부족과
이에 따른 임금노동의 대대적인 축소 가능성 문제, 즉 대량의 기술적 실
업에 따른 고용위기(employment crisis)의 초래 가능성이 핵심과제로 제
기되었다. 소위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으로 그동안 기계화에 따른 노동
력 절감 효과를 보완해 준 서비스부문에서도 노동절감형 자동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10년간의 세
계 노동경제의 경험은 Rifkin(1995)이 제기한 기계에 의한 절박한 ‘노동
의 종말(the end of work)’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기술조건과 개방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으로 1990년대에는 고용기회가
확대되어 총량 수준의 실업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되었으며, 세계 전반
의 실업률도 하락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ILO, 2001). 그러나 1990년대
세계 각국의 노동사정 동향은 총량적 고용기회의 부족 문제가 침전되는
대신에 고용의 질적 저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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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우선, 고용형태의 다양화․변형화의 확산
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임금고용의 기본 틀은 대체로 유지되지만 임시
근로, 외주근로, 유기근로 등 소위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
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형화는 직장 및 소득의 안정성의 저하 문제를
초래시키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양극화 현상
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방식의 유연화를 위해 핵심인
력과 주변인력을 구분하여 차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노
동시장의 개편은 보상 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형태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는 배경의 하나이다. 또한 가사노동 및 보호노동의 주변화의 심화
현상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가의
증대 경향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지
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 및 노인
보호에 대한 가족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
서의 전통적 성역할 구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
는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비임금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의 저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가사노동 자체의 의미와 분담구조의 변화뿐만 아
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전반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두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 현상은 근로
자간의 격차 확대, 고용의 질적 저하와 보호장치의 부족, 그리고 여러 측
면에서의 불안정성의 증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 현상
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동경제사회의 성격이 전환되고 있음을 암시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노동사회에 대한
핵심과제는 총량적 고용기회 자체의 부족보다는 고용의 질적 저하에 대
한 적절한 대응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최근 ILO가 추진하
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축소를 줄이자”는 캠페인은 이
러한 주안점의 이동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용의 질적 저하
현상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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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기술패러다임과 시장여건의 변화
가 기저적(基底的) 요인이다. 특히 금융 및 서비스부문의 개방화․자유화
의 가속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대의 파장이 노동시장에 심대
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데서 초래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
용 불안정의 고조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정도와 내용은 각 나라
의 정책 및 노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별성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각 나라의 구체적인
노동 현실이 외생적인 기술조건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은 허구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각종 사회경제 문제 및 관련 제도와 마
찬가지로 고용제도, 보상체계, 노사관계 등 각종 노동문제와 노동 관련
제도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는 기저적 하부토대 요인으로는 해당 부문의
생산시스템의 기술체계와 시장여건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특정 부문의 구체적인 노동 문제의 성격과 모습을 결정하고 재
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하부토대 요인과 함께 그 나라의 고유한 정
치적 지형, 문화적 전통 등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 문제의 행위 주체들의 대응방식과
역량, 그리고 정책기조에 따라 관련 제도의 공과(功過)나 문제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방적인 기술결정론적 인식체계를 배
격하며, 세계화․정보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각 행위 주체들의 전략
적 대응방식과 정책기조에 따라 새로운 노동세계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
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건에 부합하는 활기찬 고용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와 과제 도출은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목표로 미래의 노동경제
질서를 갈구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노동경제사회의 실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간접적으
로 고려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노동사회의 패러다임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21세기 노동사회의 지향적 가치
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에 두고자 한다. 오늘

28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날과 같은 개방적인 세계화 시대에서 활력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질서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생존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동
시에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되고 인간 중심적인 사회적
납득성과 공정성이 주어지지 못할 경우 사회 통합의 유지가 어렵게 되
고, 이것은 또한 효율적인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상과 비전의 제시는 단순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의 나
열만으로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의 성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역
사적 당위성도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비전과 과제를 시론적 수준에서 구
성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래 대두하고 있는 노동경제 및
노동관계의 주요 변화를 검토하여 새로운 노동경제 패러다임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이어서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른 노동편성원리의 변화
추이를 검토하여 21세기 탈자본주의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편성원리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경제 패러다임 비전을 제시
한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새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의 기조를 제
시하기로 한다.

Ⅱ. 새로운 노동경제 여건: 노동의 전환

지난 1990년대 이후 한국 노동경제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
라 새로운 노동편성원리가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분명히 노동의
전환(transformation of work)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
보화․세계화라는 21세기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한
국경제에도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 자체의 발전 단계도 과거의
외연적 확장 단계에서 내포적 성숙 단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또한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동력의 수급구조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인구 증가는 정체되지만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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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가 증대되고, 고령화와 고학력화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의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고용 흡수력이 떨어지
고, 수요구조도 일반 생산직에 비해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비대칭적
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자
들의 일반적인 의식과 욕구 패턴도 자율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동경제의 일반적인 여건 변화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특히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진행되면서 고용과 보상 측
면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노동계급의 양극
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객관적 조건도 노동에게 불리한 구도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 여건이 초래하는 배경과 그 파장
및 의미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용형태의 비정형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의 전환은 특히 고용형태 측면에서 부각되
고 있다. 우선 고용형태가 통상적인 상시고용 또는 정형고용과는 구분되
는 새로운 형태가 다양하게 대두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가운데 통상적 정규고용의 비중은 축소되고, 그 대신에 새로운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 문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두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
데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
었다. 1995년에는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1.9%이었다. 그러나 그 비중이 1999년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초
과한 후 2002년 6월 현재 5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비정규
직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최근 빠르게 유연화되고 있다는 주요한 단서이
지만 동시에 고용의 질적 저하, 노동시장의 분단화․이중구조화의 심화
를 초래하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대두의 근원적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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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인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의 붕괴와 맞물려 있다. 21세기에 가
까워지면서 정보화․세계화의 진전으로 상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경
쟁구도가 확대․심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산방식은 경직적인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에서 보다 유연한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
러한 생산방식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게 되
고,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정규직과는 구분되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형태와 노동 편성이 대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세계화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이 경우 기업
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서는 노동력을 상용직의 핵심군과 임시일용직의 주변군으로 구분할 필
요성이 증대한다. 중심 근로자는 기업특수 인적자본을 구비하고 장기 계
약을 통하여 경제효율성을 도모한다. 반면 주변군 근로자는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로서 외부노동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을 만큼의 숙련도만을 가진다. 이렇게 노동력을 이중
화시킴에 따라 기업은 시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노동공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바도
없지 않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대하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공
급의 시간 및 공간의 우회 가능성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가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여성, 청소년층, 고령
층, 그리고 저학력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비정규직 확산의 기저적 배경은 새
로운 경제환경의 대두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방식 자체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형태의 성격 변화의 내용과 속도는 그 나라
의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인력 수요의 지속적
확충으로 일용직이 꾸준히 감소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감소 추이를
보였다. 1990년대 초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노동시
장의 유연화가 요구되면서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
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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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인 고용
관행(traditional employment arrangement)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대
안적 고용관행(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이 정착되는 과정
에서 나타난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시도된 일련의 노동법 개정, 특히
파견근로제의 도입 등은 이러한 대안적 고용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 마련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래 우리나라에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비정규직의 비
중이 급증한 데는 생산방식 자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의 새로
운 고용관리의 도입이 중요한 배경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고용주에게 유리한 노동시장 여
건의 조성이다.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급증과 노동수요
의 감소로 인해 사용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사용자가 선호
하는 비정규직 채용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반면에 고실업 사태는 고
용형태 면에서 근로자의 선택 여지를 축소하여 비정규직의 수용이 확산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두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보다는 주로 노동수요 측면
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형화에 부합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규제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고용형태의 변형화와 더불어 근래 노동의 전환은 기업 내부노동시장
의 성격 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보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보
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내부노동시장의 대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
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외환위기 이
후부터 급속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부노동시장의 핵심적 성격 변화
는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같은 조직 내에 핵심노동력은 정규직으로, 주변노동력은 비정
규직으로 차별적인 고용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전략은 주로
기업이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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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의 특징을 반영하는 현상이
다. 외환위기 이후 바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
리해고제도, 근로자파견제도,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고용규제 제도의 변화는 기업이 내부노동시장의 재편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기업이 정규직은 가급적 축소하고 그 대신
필요한 노동력은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함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력은 고용안정과 근로
조건이 양호하고 임금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 노동력은 고용이 불안정하
고, 근로조건과 임금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은 이러한 이중화 전
략을 통해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 단
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이 최근 이러한 이중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데는 시장원리와 계약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공동체
원리가 강한 한국 노동시장 토양에서 정규직에 대한 자유로운 정리해고
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고용보호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심화는 단기적 비용절감이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첫째,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
니라 노동시장의 분단화와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완충지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변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보장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중화 모형의 기본 논리는 비정규직의 주변노동력
은 경기변동이나 기술변화에 대한 완충지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러나 우선 주변인력의 기술이나 숙련이 핵심인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
완충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기술과 숙련을 갖춘 주변노동
력은 다른 기업의 핵심노동력이 되고자 할 것이므로, 이들 인력을 안정
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전략의 보다 중요한 한계는 이러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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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궁극적으로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상향 노동이동을 봉쇄하는 함정(trap)의 성격이 강하다(안주
엽 외, 2001). 그러므로 한국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전략은 노동시
장의 유연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하위 단층의 확대에 기여한다. 그 이유는 우선,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위계 기준으로 분단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위계 단층별로 입직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동일 단층에서는 연령과 경력이 중요한 입직 기준으로 되어 있어
하위 단층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면 상위 단층의 입직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전략에 의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력이 자연스럽게 정규직 노동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들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유인을 갖
지 못하고 있다. 수량적 유연성 확보,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 세력 약화
등의 차원에서 주로 비정규직 노동력을 채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
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자의 노동
력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공석이 생기더라도
사용자는 보다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력을 정규
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정규직 노동력을 별도로 채용할 것이다. 또한
한시적 고용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노동력에 대하여 기업은 교육훈련비
를 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정규직 노동력의 능력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 전략이 긍정적 의미에
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보다는 하위 단층의 단층성을 심화시
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단층성을 완화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암
시한다.
최근의 노동시장 환경변화는 생산체제의 유연화를 불가피하게 요구하
고 있다. 기업은 제품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확대되
는 경기변동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패턴과 빠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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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체제를 유연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유연한 생산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불가피하다. 이제 유
연한 노동시장의 구축은 고실업 사태의 해결과 장기적인 소득 향상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어떤 절차
와 방향으로, 또 그 과정에서 각 노동시장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수량적 고용조정 중심의 내부노
동시장 이중화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유연화와 임금
유연화도 동시에 병행되는 균형 있는 유연화 전략이 요구되며, 또한 내
부노동시장의 개편 과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노동시장의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고용보호 규제의 온존은 기업의 선택 범위를 제
한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중화 전략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장치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균형적
노동시장의 유연화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
동 구조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운동 조건의 저하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고실업 사태의 지속과 정보기술 혁
신에 따른 노동의 공간적인 선택 범위의 확대로 노동조합운동의 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
조건 형성은 한국에서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 1999년대 전반에는 한국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상승 국면이 지속된 반면 그 이
후 특히 IMF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후퇴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겪는 사회경제적 고통이 특히 노동자계층에게 비대칭적으로
귀착되고 있으며,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기업환경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성격의 노동 현실도 대체로 노동자계층의 상대적 지위의 저하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와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진전으로 한국의 노동 사정과 노사관계 여건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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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까지 한동안 노동에게 유리한 국면이 지속되었다. 1987∼88년의
노동자대투쟁을 통하여 노동세력의 위력을 입증한 이후 급속한 조직의
확대가 이루어져 노동이 한국 사회의 핵심 주체의 하나로 굳건히 부상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호황 국면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가를 능가하는
임금상승이 수년간 지속되어 분배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실업률도 2% 내
외를 유지하면서 완전고용을 구가하였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험이 도
입된 것도 이 시기다. 이 시기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한국의 노동에는 주
요 선진국에서 1950∼60년대에 이루어진 소위 ‘노동의 황금 시기’에 견
줄 수 있는 비약적 상승 국면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의 상승 국면은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격
하게 반전되었다. YS정권 후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조류의 확산과
세계화 추진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
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한국 노사관계 측면에
서 볼 때 그동안 수세 국면에 몰렸던 자본의 반전 공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 속에서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 여건이 조성되는 전기가 되었다. 고실업 사태와
수량적 노동 유연화가 추진됨에 따라 고용형태의 비정형화가 가속되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이 저하되는 고용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또
한 정보화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은 근로자계층의 중간층을 급속하게
해체시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양극화를 초래시키
고 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불리한 노동운동 여건의
대두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양상과 그 성
격에서 유사성이 높다.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조
류의 대두와 정보화 기술혁신과 세계화라는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의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경험한 황
금기의 기본 기제였던 포드주의 대량생산 체제의 노동편성원리가 붕괴
되면서 고실업의 장기화, 고용 불안정의 심화,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 현
상이 지금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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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러 선진국이 구조조정과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이들 국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적인 교훈의 하나는
우선 자본 편향적이고 시장 지상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보기
술혁신을 기존의 포드주의 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몰아가
는 신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의 추구는 단기적인 성과는 높았지만 장기
적인 성과는 대체로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사회 통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는 탈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의
정립이 이러한 노동의 후퇴를 근본적으로 막고 장기적 생산성 제고에도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에 따른 고실업 문제는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경기의 빠른 회복과 더불어 수습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의 확대,
분배구조의 악화에 따른 근로자계층의 양극화 심화 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통합의 해체 현상은 DJ 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
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서 요구되는 노동개혁은 새로운 경제환경과 기술 여건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제도와 이에 부합하는 의식 및 관행을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4.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21세기 한국 노동경제의 여건에 가장 큰 변
화를 초래할 요인으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대두이다. 21세기에는 정보화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식의 창
출이 가속화되고 확산된 지식의 흡수․활용이 경제사회 활동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점은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개
별 경제주체들간의 정보의 교류와 네트워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1) 이러한 경제사회 기반의 혁명적 변화는
종래의 산업사회를 대체할 21세기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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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흔히 이것을 지식기반경제라 부른다.
간단히 말해서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
해 경제주체들이 혁신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노동 등의
유형자본이 부와 각종 경제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반면에 지식
기반경제에서는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원천이 된다. 또한 지
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고기술산업,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산업 등
과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지식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비
중은 1998년 현재 40%를 넘어서고 있다(OECD, 2000). 그러므로 앞으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의 개선은 이러한 지식집약산업의 발전에 크게 의
존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 또는 지식사회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핵심적인 노동정책
과제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지식사회에 요구되는 고급
인력을 충분히 창출하여 공급하는 문제이다. 지식사회의 경쟁력의 핵심
원천은 ‘죽어 있는 지식체계’인 물적자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식의 생
산자․활용자’인 인적자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원의 창출 및
배분 방식은 종래의 산업화 시대의 그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새로
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담당하는 노동정책이 21세기에는 국가발전전략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인간의 지식정보 격
차(digital divide)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을 보정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
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른 지식의 격차는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으
1) 미래학자 Drucker(1999)는 산업화 시대의 기반기술은 증기기관이며 각 지역
의 개별 기기가 철도를 통하여 통합됨에 따라 산업화가 완성된 것과 같이 인
터넷의 확산에 따라 개별 컴퓨터가 상호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정보화
사회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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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고소득을 누리는 지
식근로자의 창출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일련의 노동시장
의 수급 불일치와 지식격차를 확대시켜 실업의 증가, 소득격차의 확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은 주요 선
진국에서 근래 나타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
동력의 수급 불일치는 대부분 정보화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른 개인간의
정보격차, 지식격차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Galbraith, 1998).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근래 경기 하강시 노동시장으
로부터의 배제는 주로 저숙련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시
이들 저숙련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지식격차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다(ILO, 1999). 이러한 여러 실
증적 결과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동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
으며, 한국도 이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사회에서는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경쟁적 시장
기능이 확대되는 한편 이것은 다시 개인간의 정보 격차를 더욱 확대시
키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화․세계화에 따라
시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에 의한 개인간의 보상 격차는 더
욱 커지게 된다. 소위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새로운 분배논리
가 정보화의 확산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2) 그러므로 지식
집약화로 인적자원 개발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지식 격차를 축소
하고 노동시장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부족할
경우 사회 통합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지식기반경제는 한편으로는 기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노동자 계급에게 위험 감수를 요청하게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식기반경제의 기술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
화 기술혁신의 노동경제적 파장에 대한 전망도 <표 2-1>에서 제시되고
2)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분배논리가 미국에서 관철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최근 ≪뉴욕타임즈≫에 실린 Krugman
(2002)의 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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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정보화기술혁신(ICT)과 고용 및 근로조건의 전망시나리오

고용기회

노동관계

비관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ICT는 고용기회를 축소(자동화․
합리화)

ICT는 고용기회를 확대(새 시장
및 인적자원 개발)

- ICT는 개인간의 분리촉진 및 - ICT가 개인간의 유대관계를 증
긴장증대를 초래(노동을 시간
대시키고 개인의 노동의욕을 증
적․공간적으로 분리시키고 정
대시킴.
보의 과부하 초래)
- 종래 노사간의 유대관계를 해 - 종래 노사간의 유대관계 해체는
체시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보다 넓은 직무경험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
과 숙련개발 기회의 제약을 줄여
을 증대시킴.
줌.

숙련

ICT는 단기능 수행에 치중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숙련을 저하시킴.

숙련향상을 통해 다기능화 촉진.

보상수준

ICT는 보상을 낮춤(숙련 저하,
근로자의 단체교섭력 저하 및 시
간제 근로자의 증대로)

ICT는 보상수준을 증대시킴(숙련
및 숙련 부족 문제 완화로)

경력개발
기회

ICT는 경력개발이 봉쇄된 직장
을 창출(감시감독 및 외주 위협,
시간제 활용)

ICT는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시킴
(조직 사이의 연계성이 강화됨)

차별

ICT는 고령자 및 여성을 노동시
장에서 배제시킴.

ICT는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
를 부여

ICT는 분열을 초래하고 새로운
직장보호와 고용계약을 유도하여 단체교섭체
제 및 고용규제의 기반을 손상시
단체교섭
킴.

ICT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경계를
약화시켜 종래의 고용보호 규제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보호 규제를 요구함.

권력 및
자치

ICT는 사회 분단을 촉진(권력 및
통제의 집중화)

ICT는 개인적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제고시킴.

ICT는 노동강도를 증대시킴.

ICT는 과업수행 소요시간을 단축
시키므로 작업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컴퓨터 작업의 누적으로 인한 화면
피로증 및 근골격계 등의 발생

ICT는 노동의 육체적 부담을 축
소시킴.

노동과
노동이 가정생활까지도 지배(시
가정생활의 공을 초월하여 노동 압력이 주어
균형
짐)

노동이 일상생활에 통합되고 부속
되게 됨(가족 및 개인생활에 따라
노동이 조절될 수 있음).

노동강도

건강

자료: ILO(2001), World Employment Report 2001,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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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선순환 여부는 우리의 대응 역량과 방식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5. 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의 붕괴
21세기 세계화․정보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사회경제 여건과 환
경의 전환으로 이제 개인이나 조직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되어야
존립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은 또한 유
연한 학습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확대와 더
불어 상품수요 패턴의 가변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상품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작업조직의 유연성
제고가 정보화 기술혁신으로 과거에 비해 용이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조직의 유연화는 노동의 유연화가 관건이다.
산업화 시대에 장기발전의 기제였던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의 노동편
성원리는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테일러식의 과학적
관리방식과 분배 위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는 표준화된 소수의 품종을 대량생산하는
데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포드주의는 노동 측면에 있어서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인 고임금과 안정적인 내
부노동시장을 구축하여 직장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동시에 경직적이
고 노동 소외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드주의 노동
방식은 본질적인 경직성 때문에 가변성이 요구되는 다품종생산이나 수
요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기업환경에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또한 포드주의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립적이고 분배주의 위주
의 노사관계와 분리형 작업조직체계는 근로자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제
한하게 되어 정보화 기술혁신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세계화․정보화라는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는 산업화 시대의 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의 현실 정합성(relevancy)을 떨어뜨리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통상적이었던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그리고 평생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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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내부노동시장의 관행은 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
의 주요한 구조적 특징이다. 그러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포드
주의 노동편성체제의 안정적 내부노동시장이 해체되면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은 핵심 노동자계층과 주변적 노동자계층으로 분해되어 노동시
장의 분단화와 이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해체 과정에서 주
변적 노동자계층의 고용형태는 점차 비정형화되고 불안 정도가 높아지
는 양상이 대두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형태의 새로운 구조는 기존의 정
형적(typical) 형태의 비중이 축소되고 그 대신 비정형적(atypical) 형태
의 고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생산방식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 성격은 주변부
적인 포드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김형기, 1998; 김장호, 1999a). 한국
경제가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과 수출주도형이라는
점이 주변부적인 생산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편성원
리는 기본적으로 포드주의방식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근래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한국의 포드주의 노동편
성원리의 현실 정합성이 떨어지면서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생산방식의 한계는 1990년대
이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총 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최근 거의 영
(零)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위기 지

속의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00). 이러한 사실은 1990
년대 말 한국 경제위기의 성격이 생산성 위기(productivity crisis)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한국 생산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는 자기책임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시장질서의 구축을 위한 제도 개혁이 불
가피하다. 그동안의 정부의 개혁 기조는 주로 여기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생산 현장의 효율성이 획
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시적 개편은 전반
적인 개혁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까지 담보해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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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생산 현장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포
드주의 노동편성원리를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편성원리, 즉 탈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종 작업장 혁신이 노동의 실질적
참여가 전략적 차원뿐만 아니라 작업장 수준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
는 제도와 관행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계층의 심한 양극
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러한 생산방식의 혁신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
가능하다. 그러나 작금의 노사 대결과 불신의 팽배는 이러한 방향의 새
로운 생산문화와 작업체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Ⅲ.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편성원리의 변화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 노동사회의 비전이 역사적 당위성과 현실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래에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성격의 자본주의의
특징을 생산방식, 기업패러다임과 노동편성원리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21세기의 노동세계의 기본 구도도 새롭게 대두하는 생산방식과
기업패러다임에 의해 재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토대의 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희소자원의 성격이 달라
지고 이에 따라 각국의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왔다. 그러나 그것의 성격이나 특징은 일정한 유형을 보이
고 있어 향후의 경향을 조망해 준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
른 생산방식의 변화 추이는 기업의 본질(idendity) 또는 기업상(像)에 대
한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해
왔다. 그러면 20세기까지의 노동편성원리의 변화를 고전적인 경쟁자본주
의와 독점경영자본주의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노동의 전환과 노동경제의 새 패러다임(김장호)

43

산업화 초기, 즉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에 해당되는 이른바 고전
적인 경쟁적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방식은 수공업적인 주문생산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대에는 노동은 풍부한 반면 자본은 부족하였으므로
기업의 성패는 자본동원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희소재인 자본
을 소유한 자본가가 기업을 지배하게 되고 자본 중심의 기업관, 즉 소유
주의 기업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이때는 자본 소유자인 개인이나 그 가
족이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지배하는 개인자본주의 또는 가족자본주의
형태가 보편적이었다. 이에 따라 경영이념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 주권이 중심이었다.
소유주의가 중심인 산업화 초기의 기업에서는 노동을 사고파는 상품
으로 취급하는 노동상품관이 팽배하였다. 또한 인간도 물질적 존재로만
이해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기업활동에서
자본은 본질적이고 고정적인 요소인 반면에 노동은 비록 숙련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가변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때
의 노사관계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계급 갈등관계(class conflict relations)로 간주되었으며, 노동운동이념도 노동자 계급의 경제․사회적 지
위 향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타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조합주의가 풍미하였다.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20세기의 자본주의는 대량생산방식과 관리
중심의 기업패러다임이 지배한 경영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 시
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20세기에 이루어진 기술혁신과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통․통
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대량수송체계가 확립되면서 시장의
광역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생산 공정에 있어서 기계화․자동화 기술혁
신의 확산은 표준적이고 규격화된 상품의 대규모 생산체제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거대기업이 등장하게 되고 거대자본의 동원이 요구
되었다. 거대자본의 필요는 수많은 새로운 소액주주들을 등장시켜 애초의
기업 설립자의 주식소유 비중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유분산
현상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점차 분리시켰으며, 특히 거대기업의 운영
과 관리는 전문경영인들의 지배로 바뀌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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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패는 자본동원 능력이 아니라 거대기업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에 의
존하게 되었으며, 희소재는 자본이 아니라 우수한 전문경영 능력이었다.
과학적인 관리방식의 도입을 통한 대량생산방식의 발전은 일선 근로
자들의 반숙련화를 초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 혁명이 실현되
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대폭 증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두터운 중산
층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로 노사관계도 산업
화 초반의 계급 갈등관계에서 점차 노사간의 대등관계를 바탕으로 노사
간의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대립관계(interest accommodating
relations)로 변화되었으며 노동이념도 경제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따
라서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이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과 복지 실현은 제도적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능할 뿐만 아
니라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업화 초기의 자본 중심의 기업관에서는 사용자는 노동
조합운동을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으로 간주하는 반조합주의 정서가 지배
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에 대한 반조합주의적
인 태도만으로는 효율적 생산과 합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기업도
인지하게 되고 노무관리와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합리적이
고 제도적인 대응을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도 노사 문제에 대한 공
정한 룰(rules)을 설정하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리
하여 노사관계의 기본 기조는 경제주의로 변모되었고 단체교섭 등의 제
도적 장치를 통해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해소시켜 나가는 관행의 정착
을 가져왔다.

Ⅳ. 21세기의 기업패러다임과 노동경제의 비전

미래학자 Drucker(1993)도 갈파한 바와 같이 21세기에는 사회경제의
소유구조 및 계급구조의 성격은 전통적인 포드주의 대량생산방식이 중
심인 산업화 시대와는 달라지겠지만, 시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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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Post-Capitalism)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21세기의 후기자본
주의의 생산방식, 기업패러다임, 그리고 노동편성원리는 20세기의 그것
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낙관적인 관점에서 21세기에 요청되
는 기업패러다임과 노동편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1. 21세기의 기업패러다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20세기 후반까지 지배하였던 대량생산방식
과 경영자본주의 기업패러다임은 1980년대 이후 정보화 기술혁신의 급
속한 진전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소위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시대, 탈자본주의 시대 등은 21세기의 시대상(像)
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그러면 21세기 초에 본격화될 새로운 시대의
노동방식과 기업패러다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
만 변화의 방향은 대체로 지금까지의 경직적인 소품종 대량생산방식과
관리 중심의 경영주의패러다임에서 점차 탈피하여 다품종 유연생산체제
가 지배적이고, 또한 소비자와 종업원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 기업패
러다임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표 2-2 참조). 이러한 기업패러다임
은 정보화 기술조건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
확실성이 요구되는 시장 여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탈산업화․정보화 시대의 기업 발전의 원동력은 초기 공업
화시대의 자본 동원능력이나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 시대의 경영능력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에서의 기업의 발전은 종업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 숙련과 기능, 일에 대한 열성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화해 내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이제 기업의 조직은 과거와
같이 관리자와 피관리자로 확연히 구분되는 수직적인 관료조직형의 성
격보다는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 중심의 팀(team)으로 구성되
는 자기관리적이고 협동연대망(networks)형의 조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 조직에서는 전통적으로 관리와 복
종보다는 참여와 자율이 조직 효율의 제고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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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자본주의 발전과 기업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고전적․사적․
경쟁적 자본주의

독점․경영자본주의

탈자본주의․
고도정보화사회

시기

- 18세기 말∼19세기 말 - 19세기 말∼20세기 말 - 20세기 말 이후

작업체계

- 수공업적 주문생산 - 대량생산 작업체계
작업체계

- 유연생산 작업체계

산업화 단계

- 초기 공업화

- 산업화

- 탈산업화

- 경영주의
(관리중심기업)
- 경영자 주권

- 인본주의(인간중
심기업)
- 종업원( 소비자)
주권

- 소유주의
기업 패러다임 (자본중심기업)
- 주주 주권
및 경영이념

- 소기업
- 거대기업
- 중견기업
기업 지배구조 - 소유와 경영의 일치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소유와 지배의 분리
- 개인경영․가족경영 - 소유분산과 전문경영
- 외부 노동시장
- 숙련노동자
- 초과공급

- 내부노동시장
- 반숙련노동자
- 직종간 분리
- 노동력 관리 중시

작업조직 및
관리이념

- 전제주의적 관리
- 도제제도
- 온정적 관리

- 위계적 피라미드 조직 - 네트워크조직
- 테일러주의적 과학적 - 정보․지식과 숙
련의 조직 능력
관리
참여적
관리
- 관료적 관리

노동운동이념
및 노사관계

- 정치적 조합주의
- 종속적 노사관계

- 경제주의
- 대결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분단화
- 지식노동자
- 생산직․사무직
분리 축소

- 협의주의
- 협동적 노사관계

자료: 김장호 (1999a: 40).

할 것이다.
인본적 기업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객관적 조건은 우선 새로운 기술 토
대에서 주어진다. 전통적으로 표준화․규격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은 기계
식 자동화를 바탕으로 생산 공정과 관리체계를 최대한 분해하고 단순화
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
였다. 이러한 작업조직에서는 근로자는 관리자의 엄격한 감시․감독
(monitoring)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생산기술의 성격이 다품종 소량생
산을 목표로 하는 유연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업무는 점차 통합화되고
단능공보다는 다능공이 중시되고, 명령과 지시보다는 자율과 재량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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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종업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
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의 상품화를 극복
하고 노동의 인간화의 추진이 불가피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노동의 인간화는 주로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권리
의식의 성숙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노동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
과 연계되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노동의 인간화 요구와 더불어 정보화라는 새로운 기술 토대와 세계화라
는 시장 여건의 변화에 의한 노동수요 측면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
제 인간을 물질적․기술적 존재라기보다는 정신적․정보적․심리적 존
재로 파악하여 인간의 감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작업체계를 도입하
지 않을 경우 진정한 유연생산체제의 정착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점차 종업원의 경영정보 공유 폭의 확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의 확대, 자율과 창의의 제고, 공동결정과 공동책임의
강화 등이 새로운 기업패러다임과 작업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임
을 암시한다.
인본주의적 경영이념에는 종업원 주권의 이념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노동운동이념도 노사협동주의가 강조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노사관계를
노사간에 존재하는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 내지 해소시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적 파트너관계(social partnership relations)로 발
전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가 과거 대량
생산체제와 같이 대립․상충의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상승적으로 통합
이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2. 21세기 노동경제의 비전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기업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노
동경제의 비전은 간단히 말해서 활력에 찬 인간 중심의 체제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향후 지향해야 할 새로운 노동경
제의 비전은 노동 유연화의 제고를 통해 활력에 찬 직업세계를 구축하
여 경제사회의 효율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용의 안정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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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탈양극화 등의 담보를 통한 사회적 형평이 도모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지향점은 개별적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
으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조화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노동경제의 비전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광의의 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혁
및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노동경제의 영역에 해
당되는 주요 과제로는 ① 고용의 개념의 확장을 통한 충분한 고용기회의
보장 ②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의 구축과 인본적 노동편성원리의 정립
③ 인본적 노동조건의 확립 ④ 공정한 보상제도의 확립 ⑤ 노동시장에서
의 낙오자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사회안전망의 구축 ⑥ 기본권으로서의
교육훈련 기회의 사회적 보장 ⑦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교환 및 노동윤
리의 정립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개혁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경제의 비전의 구
축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경제의 비전을 실현하
기 위한 각종 노동개혁은 노사관계의 목표를 단순한 갈등 해소를 통한
노사안정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 경제사회의 발전의 핵심적인 기
제로 작용하는 시스템과 관행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재정․금융정
책의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의
노동개혁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경제개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의 노동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은 작업체계(work
system)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존의 노동편성원리인 주변적 포드주의 작
업체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노
동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21세기 탈포드주의 작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특성
21세기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생산방식과 노동편성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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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탈포드주의(post-Fordism)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우리의 생산체계가 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포드주의 노동편
성원리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생산방식의
개편은 노동편성원리의 개편이 중심이다. 다시 말해서 탈포드주의 노동
편성원리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이 철저하게 분리
되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과 대립적이고 노동배제적인 노동편성원리
를 혁파하고 보다 인본적이고 노동의 참여가 전제되는 유연한 노동방식
이다. 이러한 노동편성원리는 정보화 기술혁신을 보다 인간 중심으로 활
용하는 작업체계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노동개혁은 새로운 방식의 인력개발과 학습체계, 작업조직, 보
상체계,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편성원리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의 노동개혁은 21세기 초반 본격화될 지식기반경제에서 노
동의 위상 후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과다한 격차
를 억제함으로써 활력에 찬 경제사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탈포드주의 작업조직 및 고용관계는 기존의 포드주의체제와는 어떠한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자.
<표 2-3>은 작업조직 및 노사 권력배분구조를 중심으로 탈포드주의
모형을 포드주의와 대비시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포드주의체제에서는
경영진은 노동자를 통제와 감독의 대상이라고 전제하는 데 반해 탈포드
주의에서는 노동자도 창조적 기여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탈포드주의 작
업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본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탈포드주의체제
의 작업조직은 경영구조도 기존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명령체계를 거
부하고 보다 유연하고 수평적이고 각 프로젝트팀 중심의 경영구조가 요
구되며, 직무설계는 수평적․수직적으로 통합된 직무가 중심이고 근로자

3) 정보화 기술혁신은 기존의 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를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
는 방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작업체계 혁신을 신포드주의
(neo-Fordism)라고 한다.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노동 여건을 감안할 때 신
포드주의 작업체계는 궁극적인 대안 모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새로운
노동편성모형의 흐름에 대해서는 김장호(1999a)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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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숙련 특징은 다기능화가 중심이 된다. 종래의 포드주의체제의 임금형
태는 임금의 결정 기준은 직무 중심이며 인센티브제도는 매우 제한적이
다. 그러나 탈포드주의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사람 자체와 그의 숙련 수
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다양한 집단보너스제도가 활용된다.
포드주의에 비해 탈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
사의 권력배분구조에서 나타난다. 먼저 작업배치방식을 비교하면, 포드
주의 작업배치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현장 지식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
<표 2-3> 포드주의와 탈포드주의의 작업조직 및 노사관계
구분
포드주의체제
노동자에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 경영진 엄격한 감독에 의해 통제되어야
의 전제
한다.
상명하달적 명령체제
노동자의 절대적 복종 요구
경영구조
노조와의 공동결정 없음
파편화되고 탈숙련적인 직무
직무범위 협소
직무설계
구상과 실행의 분리
외부노동시장에서 ‘구입한’ 숙련,
노동자는 대체 가능하고 불황기
에는 해고, 훈련/재훈련이 거의
숙련형성
없음. 승진사다리 없음. 직무는
기계에 의해 규정됨.
임금은 사람보다는 직무에 의해
규정됨.
임금형태
보너스와 인센티브의 개별화
협의 없음.
따라서 현장 지식에 전혀 기대
작업배치
하지 않음.
노․사․정․학 간의상호불신과
정보 불공개, 개체윤리 및 내몫
노사권력
찾기, 교섭단체의 불안정, 노사
배분구조
대화 위축 및 경직적 작업규칙
자료: 김장호(1999a : 116)를 토대로 보완.

탈포드주의체제
노동자들은 도전적인 일을 원하고
창조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
통제보다 조정 강조
프로젝트팀에 기반
수평적․수직적으로 통합된 직무
다기능화
팀에 의거한 작업
‘내부노동시장’에서 육성된 숙련
직무안정성, 직무의 일부로서의
훈련
직무는 숙련수준에 의해 규정됨.
임금은 직무보다는 사람에 의해
규정됨.
숙련의 중요성, 집단보너스
협의와 공동결정
따라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
노․사․정․학 간의 상호신뢰와
합의 도출, 공동체와 개체의 조
합 및 협동주의, 단체교섭의 안
정화, 노사대화 활성화 및 유연
한 작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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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포드주의의 작업배치는 노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되는 방식
이 지배적이므로 소위 기능적 유연성이 높게 된다. 전통적으로 포드주의
노사관계는 대결 구도와 분배주의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노사간
에는 정보 교류나 대화는 제한적이며 단체교섭도 불안정적이다. 그러나
탈포드주의체제에서는 관련당사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도출이
일반화되고, 공동체와 개체를 조화시키는 협동주의가 팽배하면서 단체교
섭은 안정화․유연화된다. 한 마디로 탈포드주의체제의 노사관계는 노사
의 권력배분구조가 수평화․분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4. 21세기 노동정책의 기조
이상과 같은 노동경제의 비전에 부합하는 노동정책 기조는 좋은 일자
리의 충분한 제공, 노동력 수급 불일치의 최소화, 시장 열패자와 낙오자
의 최소화 및 이들에 대한 충실한 종합적 안전망의 제공,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립에 모아진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중심이며, 노동부문이 사회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고 중심
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정
책 비전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기조가 바람직한가?
우선, 노동정책이 고용 친화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총량적인
고용기회의 부족 문제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21세기에는 발발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던 고용 친화적 성장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IT산업, 신서비스산업, 문화산업, 고부가가치중소기업부문 등 고용효과
가 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NPO, NGO 등의 제3섹터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부문에 공공
고용창출 및 임금보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새
로운 고용형태를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새로운 고용형
태의 등장은 조장하되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근로 복지가 제공되도
록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과거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경우 노동수요의 감소나 인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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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과 복지를 최대한 연
계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이 강화되어 활기찬 복지사회의 기반이 강구되
어야 한다.
다음, 노동정책은 사회통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
다. 노동시장은 단순히 인력수급의 연결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형성
과 학습의 현장거점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노력과 헌신 정도에 따라 기
업의 생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고용관행과 고용구조는 기업경쟁
력 결정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동태적
시장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고용안정 규제나 노동법적 보
호장치는 이러한 동태적 시장실패 및 사회 통합 붕괴의 예방적 기능을
한다.

Ⅴ.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노동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
직한 패러다임과 비전을 밝히고 필요한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공평한 노동사회가 구축되기 위한 사상적이고 철학적 기조
는 인본주의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본주의적 노동편성원리는 노동소
외의 극복과 형평의 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
제적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동경제의 비전은 단순히 바람직한 당위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예상되는 기술조건, 기업환경, 노동시장 여건 등의 변화를 고
려할 때 역사적 필연성도 갖는 현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는 시론(試論)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러한 의도가 충분한 설
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추가적인 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이 구체적인 현실로 발현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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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얼마나 그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한국 노동경제의 비전과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당
위성․합리성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의 확산이 변화에 따르는 소모적 비용의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
로운 노동경제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노․사․정 등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변신의 노력이 일
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는 일반 시민들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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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정책

박 덕 제
(방송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서 론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그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소위 산
업화 이후(post-industrial society) 사회에 돌입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산
업의 발달에 편성하여 회자되던 ‘신경제(new economy)’에 대한 기대는
1999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나타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최근 저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그 효과는 경제구조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그 효과는 지속되고 확대될 것임은 분명해지고 있다.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나 무형경제(weightless economy)로 흔히 표현되는 이러한 변
화된 경영여건은 기업의 경영관행을 변화시키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임금은 물론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의 사회를 최근의 용어대로 정보사회로 통일하여 부르기
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정보사회의 기업경영과 노동 및 노동관련 생활
의 변화를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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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사회 경제활동의 특징

1965년 Moore(G. Moore)는 “칩의 용량은 매 1.5년마다 2배씩 증가한
다”는 소위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발표하였다. 경험과 직관에 바
탕을 둔 이 주장은 처음에는 별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대
부분의 자연법칙에서 기대되는 것 이상의 정확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
고 있고, 앞으로도 전자산업에서는 같은 추세의 발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현실에 작용한 결과로 오늘날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
시킨 정보통신산업1)의 비약적 발달이 도래하였다. 보다 성능이 향상된
칩의 개발은 전자제품의 소형화를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았고 정보통신
산업과 산업활동 및 사회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같
은 면적에 보다 많은 트랜지스터가 꽂힘에 따라 같은 면적의 보드(PCB)
에 새로운 기능의 다른 트랜지스터를 꽂을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또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삽입되면서 그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결과 반도체 칩의 속도가 빨라졌고, 같은 칩 안에 여러 기능이 집적됨에
따라 이들 기능의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표 3-1>
에서 보듯이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정보 저장과 교환에 따른 비용의
<표 3-1> 정보처리 가격의 추이
단위: 달러
메가허르츠 처리 용량의 비용
메가비트의 저장 비용
조비트 전송 비용

1970
7,601
5,257
150,000

1999
0.17
0.17
0.12

자료: The Economist, “Untangling e-conomics”, 2000. 9. 21.
1) 여기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정보산업 전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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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 하락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제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포드(Ford)사에서 생산하는 고급 자동차에 장착된 컴퓨터는 아폴로 우
주선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사용했던 주컴퓨터(mainframe)보다 더
많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질 정도로 소형화되고 값싸졌다. 그리하여 자동
차 같은 전통적 제조업 제품도 이제는 기계부품의 비용보다 전자부품의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제품의 성능이 바뀌고 있다(Stewart,
1997).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회과학
자 가운데서 정보사회의 도래를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Bell(1973)이
라 할 수 있다. 그는 장래 사회가 이전의 제품생산을 주축으로 하던 경
제에서 정보경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장래의 경제에서는 상
품보다는 서비스, 생산직 노동자보다는 지식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미래학자인 Drucker(1988)는 지식노동, 지식노동자라
는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일찍이 1940년대에 기업경영에서 지식의 중요
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8년에 출판된 논문에서 기업
경영에서 자본이나 일반적 노동력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반면 지식과 이
를 보유한 지식노동자가 핵심적 경쟁력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
았다. 그에 따라 기업은 위계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통제(control)
위주의 관리에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간의 협동과 조화를 구축하는 방
향으로 관리와 조직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사회와 비교하여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보사회의 경제와 기
업경영의 주요 특징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컴퓨터나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이나 각종 가전제품의 고속
화․경량화․자동화의 진전이나 제1세대 통신에서 제2, 제3세대 통신으
로의 급속한 발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경제는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 그 이용 및 확산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Schumpeter가 말한 창
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일상화된다. 이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
을 하는 지식과 기술이 유형자산처럼 정형화되고 축적이나 변동에 시간
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특징은 가중되는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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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각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한층 어려워진다.
둘째, 정보사회의 경제는 그 성격상 세계화를 수반한다. 이는 정보통
신업과 운송수단의 발달에 의하여 통신 비용과 수송 비용이 하락하고,
생산기술의 표준화와 자동화의 진전으로 임금이 낮거나 새로운 시장 개
척 여지가 높은 타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 커
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0∼96년 사이의 세계 실질GNP는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세계 공산품 무역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
였다(World Trade Organization, 1997). 직접투자와 국제 자본거래의 증
가 속도는 이보다 더욱 빠르다. 기업의 경영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
어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Nestle)의 생산량 가운데 98%는 스위스 국
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도요타(Toyota) 자동차의 생산량 중
70%는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 생산될 정도로 생산기지 확산이 진전되고
있다(Neef, 1999 : 47).
셋째, 정보사회의 경제는 지식이 가치창조의 중심적 역할을 하므로 산
업사회의 중심적 인력이었던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에 대한 수요
는 감소한다. 사회의 노동력은 급변하는 기술과 지식을 흡수할 능력을
갖춘 지식 보유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양분되며, 지식 비보유자의 경제
적 입지는 현저히 좁아진다(Neef, 1999 : 2∼3). 그리고 이들 지식 보유자
와 비보유자, 다수의 지식 보유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능력 발휘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와 그렇지 못한 지역 및 국가
간에 소득 및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
국, 인도, 아일랜드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지식경제와 세계화라는 새로
운 경제 흐름을 맞이하여 이들 국가가 지식인 보유 및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효과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가 경제이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경제학 교과서
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가정생활(예컨
대, 홈 오토메이션), 교육(예컨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 여
가나 취미활동(예컨대, 게임산업이나 영상산업의 발전) 등 인간생활의
다른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인간의 경제활동과 직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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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직접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측면의 영향
을 알아본다.

Ⅲ. 정보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현상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고용 유연성의 증가
과거에는 일단 취업하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정년에 이를 때까
지 한 직장에 근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평생고용이 이루어지
고 나아가 대를 이어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하지
만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경제상황과 기
업의 사정에 따라 빈번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장기근속은 그만
큼 드문 일이 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간제 노동, 임시직 노동,
자영업 노동 등 소위 비정형근로(non-regular forms of employment)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 비율을 단순 합계하면 1993년 현재 네덜란
드와 스페인에서는 그 비율이 전체 피고용자의 50% 이상이며, 일본, 호
주,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40%를 넘어서고 있다(Standing,
1997: 20).
이전에 후덕(厚德)했던 기업가들이 인색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생산현장에의 응용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만도 아니고, 보다 복잡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이는 반영하
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중요한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세계화: 하루가 다르게 개량된 제품, 모방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는 창조적 파괴의 여건에서 기업이 경영된다. 수송․통신
의 발달과 수송 비용 인하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상품이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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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생산하여 최종 소비지로 수송하기가 용이해졌고, GATT나 이에 뒤
이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활동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대폭 완화되
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같은 국가 내의 기업들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소재한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와 유행의 급변: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개성 표현 욕구의 증대에 따라 소비하는 제품이 다양해지고 유행에 따
라 그것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경영체제를 바꾸고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
맞춰 생산을 신속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직접금융시장 발달과 주식가격의 중요성 증대: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으로 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바뀜에 따라 주가 관리가 기업에게 중대한
일로 등장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에 못지않게 매분기
또는 매년의 기업실적이 중요한데, 매분기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잉
여인력이나 장비를 곧바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공급의 다양화: 기업의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전통적인 남

성 가장(家長)인 노동자 이외에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받
아들일 다른 노동자층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에 설명하듯이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과 임시적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학생이나 청소년 노동력의 활
용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 조직외 근로자 이용의 증가
기업간 거래를 통한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사업
장에서 일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
와는 독립된 다른 기업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는 파견근로, 용역,2) 하도급 계약에 의한 노동 등
2) 파견근로는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업무는 사용업체에서 통제
한다. 용역의 경우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통제를 사용업체에서 하지 않는
다. 다만 일하는 장소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용역
과 일반 노동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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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며, 크게 보면 자영업도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발
주업체 또는 모기업에 대한 주문의 의존 정도나 독자적인 시설․장비의
구비 정도 등에서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
로 그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노동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기
업자원을 핵심 영역에 집중하고 비핵심 영역을 분사(分社)하여 독립시키
거나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외부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등 조직과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생겨난 하도급업체가 있
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퇴직한 대기업의 중간경영자들이 중소기업을 설
립하고 원래 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자리잡게 된 경우도 있다. 고조되는
경쟁의 압박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고정비적 성격의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
도급 및 용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창업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 즉 최
근의 기업간 거래의 증가와 인터넷 이용의 확산 등 새로운 경영여건을
맞이하여 신기술에 익숙한 독립적이고 진취성이 강한 신세대가 취업보
다는 창업을 선택하거나, 소수의 핵심 전문직들이 자신들의 기업가적 역
량을 발휘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소기업을 창업함으로써 이
러한 거래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간의 거래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감축하였고, 그 결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
직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시장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점도 기업간 거래의 증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전
화나 팩스 및 이메일 이용의 증대로 세계 어느 곳에나 저렴하게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거래에 필요한 가격이나 품질
의 평가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이다.3)
3) 정보의 원활한 소통은 시장거래의 비용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관리
비용도 절감시키므로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이 반드시 기업의 아웃소싱이나
분사를 촉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게이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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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1970년대 이래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결혼
한 주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9년의 38%에서 1997년에 68%로 단기
간에 급속히 높아졌다. <표 3-2>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높
은 비율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나고 있다.
<표 3-2>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1)
미국
70.5

일본
60.1

독일
63.8

프랑스
61.8

영국
67.6

대만
50.9

(단위: %)
싱가포르
60.4

주: 15∼64세 기준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전국노동연구원, 2002 해외노동통계 , 2002.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고
찰할 수 있다. 수요 측면을 보면 여성들에게 편리한 여성 직종이 많이
늘어난 반면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일하던 남성 직종은 줄어든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남성 직종이 다수인 광공업과 여성 직종이 많은 서비스업
의 일자리 변화를 비교해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이처럼 광공업 취업
자는 감소하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하는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의 주
된 수혜자는 여성인 반면 남성은 그 피해자가 된 것이다.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는 남성 가장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소득 변동
이 커짐에 따른 가계의 안전판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측면과, 높은 학력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여성 인력이 증가하고 이들의
나 한국의 재벌들이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화를 추진하며, 미국에서도
다수 사업부문을 가진 복합기업(conglomerate) 가운에서 성공적으로 경영되
는 기업은 제너럴일렉트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산
업의 발달은 주로 기업의 분사와 아웃소싱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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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 예컨대, 남녀고용평
등법의 도입, 자녀수의 감소, 가사노동의 감소 등 ― 이 강화되어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늘어난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취업행태는 고용관행의 변화와도 잘 조화되고 있다. 여성은 남
성에 비하여 시간제 고용(part-time employment)을 잘 받아들인다. 1992
년의 ｢고용구조특별조사｣에 의하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141만 명
가운데 여성이 67%인 95만 명이었다.4)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이 전체 여성 취업자의 40%가 되며, 네덜란드에서는 그 비
율이 60% 이상이다.

4. 광공업의 고용 감소와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선진국에서는 광공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
중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1920년의 45%
에서 1999년에 16%로 감소했다. 반대로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에 27%에서 74%로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다.
이처럼 광공업 종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전자 및 기계산업의 발달과 제조업 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
하여 제조업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거나 증가 추세가 매우 낮지만 서비
스업에서는 제조업만큼 자동화와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기업간
거래의 증가 등 관리적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요인도 존재하여 그
비중이 증가한다. 둘째, 제조업 생산물의 소득탄력성은 낮은 데 반하여
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 반
하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우리의 소득이 2배로
증가한다 해서 세탁기, TV, 양복을 이전보다 2배로 많이 구입하지는 않
4) 36시간 미만 여성 취업자의 단시간 취업의 주된 이유는 가사육아 50%, 건강
때문 14%, 본인의 희망 7%, 기타(일거리 부족 등) 19%로서 70% 이상이 본
인의 사유로 인하여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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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하지만 여행, 외식, 자녀교육, 건강진단이나 질병 치료 같은 서비
스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5. 임금소득의 격차 확대
고소득층의 임금은 더욱 큰 비율로 상승하는 데 반하여 저소득층의
임금은 실질임금이란 면에서 보면 정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이후 임금격차가 확대
되는 추세는 국가에 따라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임금격
차의 정도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노동시장 유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
는 국가에서 더욱 크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지적한 고용 유연성의 증가로 안정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과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결
과를 가져오게 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의 종업원 인사관리 원
칙에 대해 잭 웰치(2001: 186-187)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림 3-1] 주요국의 임금격차 추세

주: 최하위 10% 계층의 소득에 비한 최고위 10% 계층의 소득의 배율임.
자료: The Economist, “Show me the money”, 200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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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불하는 반면 임금을 위한 비용 요소가 가장 적은
것: 세계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불
해야만 했다. 그와 동시에 GE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들은 계속 고용
할 수 없었다. 소수 정예로부터 1인당 더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내려면
GE에는 보다 우수한 인재만이 필요했다.

다른 요인으로는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는 미
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림 3-2]에 제시된 1979년
에서 1999년까지의 20년간 미국 근로자의 주당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대
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
소지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였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보면 고졸자와 고
교 중퇴자의 임금에 비해서 대졸자의 임금은 1979년에 각각 1.3배, 1.7배
였으나 1999년에는 각각 1.7배, 2.5배로 벌어졌다(Economist, 2000b).
정보사회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지는 배경에는 크게 두 원인
이 있다. 하나는 저학력자들이 하는 단순작업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
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많고 따라서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지
[그림 3-2] 미국의 학력별 평균임금 추이 (1979년 기준)

주: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감안한 실질임금으로 각 학력별 남자 근로자의 주
당 임금의 중위값임.
자료: 미국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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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학력의 지식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학력자들이 하는 전문직종의 일들은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능과 결합됨으로써 생산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5)

6. 연공적 임금상승 현상의 둔화 내지 소멸
고용 유연성이 증가하고 장기고용이 감소하면서 근로자의 연령에 따
른 임금상승에도 변화가 왔다.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은 기업내의 근속이
늘어나면서 기능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기업으로
서는 근로자들에게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용되었
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이유가 약해졌
다. 더욱이 정보사회에서는 나이가 들고 경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기
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젊고 새로운 지식을 갖춘 노동자가 높
은 생산성을 올리는 작업장이나 직업이 늘어났다. 또한 노동자들로서도
단지 젊고 근속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젊을 때에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속하더라도 나이가 들었을 때 높은 임금으로 그 차액이 보상
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 변화는 미국 25∼34세(평균 29세) 고졸 학력 노동자들의
주요 연대별 평균임금 변동에서 잘 드러난다. Carnoy(2000: 95-96)에 의
하면 1949년에 29세였던 노동자들의 임금은 1969년(49세)까지 29세 임금
대비 약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이들에 비하여 1969년에 평균 29세였던
노동자층의 임금은 그 후 10년간 약 20%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고 그

5)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OECD에서 조사한 바로는 1979년에서 1995년까지의 추세로는 고임
금층과 저임금층의 격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의 확대는 기술 수준이 낮은 이민의 대량 유입과 노
동조합의 교섭력 약화와 같은 미국 특유의 여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임금격차가 안정적인 대신에 노동시장의 경
직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을 유지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OEC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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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79년에 평균 29세였던
동일 연령계층의 노동자들은 이후 10년간 10% 미만의 임금상승을 보일
정도로 연령별 임금곡선이 사실상 수평선에 가까운 상태로 바뀌고 있다.
대졸자의 연령대별 임금곡선을 같은 방법으로 그려 보면 상승세가 저하
하는 정도가 고졸자보다 약간 덜하지만 상승률이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Ⅳ.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찾아온 경제생활과 직업생활의 변화는 우리
의 전체 생활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고용과 직접 연관
된 변화로는 출근하지 않고 일하는 원거리 노동(tele-working)이 등장하
는가 하면, 전반적인 고도성장의 종료와 함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고등학교와 대학을 갓 졸업한 청소
년의 실업률이 높고, 40대 후반의 고령자들이 일단 직장에서 물러나면
재취업을 하기 힘든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낮은 고용 유연
성의 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가정생활에
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혼(晩婚)하거나 독신가구가 늘어나고 결혼하더
라도 한두 명의 자녀만을 두는 단촐한 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고용의 불
안정성이 고비용 구조를 갖는 가정 형성의 기피로 연결되고 있음을 나
타낸다(Reich, 2000).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 사이
에 평가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
는 크게 생산성이나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평가와 이러한 변화
가 사회와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이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근로자들의 조직 및 일에 대한 애착심의 저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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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의 부실로 인한 지식노동자의 부족, 임금격차 확대와 사회적 갈등
의 심화 등을 주된 문제로 지적한다(Heery and Salmon, 2000 : 4-5; 김
장호, 1997).
하지만 시장의 유연성은 기업간 경쟁과 창조적 파괴의 일상화에 의한
품질 개선, 신제품의 출하, 가격 인하를 통하여 소비자로서의 주민들에
게는 엄청난 풍요를 가져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긍정적 평
가는 미국 연방준비위의 그린스펀 위원장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
는 2001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서 “유로화 약세의 주된
원인은 유럽의 경직적 노동시장에 있다. 미국 기업이 (유럽 기업보다)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해고 비용이 낮기 때문에 미국기업 경영
자들이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과 경영기법을 한층 자유
롭게 도입한다. 이러한 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용 가능성은 어느 곳에서나
열려 있지만 이를 활용할 자유가 미국에서 더 큰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Financial Times, 2001. 11. 30).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크게 기업의 필요에 따른 고용
조정을 최대한 허용하는 미국식 접근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중시하여
고용조정이나 비정규고용을 규제하는 유럽식 접근을 들 수 있다.6) <표
3-3>에서 보듯이 실업률이나 장기실업자 비율 등의 노동시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성과를 보면 미국식 접근이 유럽식 접근보다 훨씬 효과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미국은 유럽에 비하여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연간 근로시간도 훨씬 길다. 지속적인 이민의 유
입으로 인구 증가율이 유럽보다 높은 여건에서도 미국에서 이처럼 낮은

6) 대기업의 평생고용제도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
용조정에 대한 규제가 심한 나라에 속한다. 일본 경제는 2001년 산업생산이
7.9% 감소하고 2002년 초 현재 실업률이 전후 부흥기 이후 최고 수준인
5.6%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지표 이상으로 심각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어
여기서 논의를 생략한다.
7)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가운데서도 실업률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실적을 시간
제 근로의 확대를 통하여 달성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표 3-3>과 <
표 3-4>에서 별도의 열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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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요 지역별 실업률 비교 : 2000
실업률1)
장기실업자 비율2)

3)

미국
4.0
6.0

유럽연합
8.3
46.6

네덜란드
2.8
33.4

일본
4.7
25.5

한국
4.3
2.3

주: 1) ILO 기준에 맞춰 조정된 실업률임.
2)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 비율임.
3) OECD 국가 중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표 3-4> 주요 지역 :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연간 근로시간 비교 : 2000
경제활동참가율(남자)
경제활동참가율(여자)
1)
연간 근로시간
시간제 근로자 비율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비율3)

미국
83.9
70.8
1,869
12.8
0.17

유럽연합4) 네덜란드
78.9
83.9
59.8
65.7
5)6)
1,343
1,495
16.3
32.1
1.307)

1.57

일본
85.2
59.6
6)
1,853
23.1

한국
76.9
46.2
2,474
7.1

0.28

0.46

주: 1) 피고용자의 근로시간이며, 한국은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임.
2) 전체 근로자 중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의 비율임.
3) GDP에서 적극적 노동정책을 위한 지출의 비율임.
4) OECD 국가 중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임.
5)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단순평균임.
6) 1999년 통계임.
7) 독일과 프랑스의 단순평균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실업률과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실현하고 있는 데서 미국식 접근의 높
은 고용창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4>의 마지막 행에서
보면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은 어느 지역보
다 낮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이 실적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미국식 노동시장제도는 자유주의적
기조의 정책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가보다는 소득, 형평보다는 성장을 우
선시하는 미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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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저울질하기는 쉽지 않
다. 부정적 평가의 주요 논거의 하나는 불안정한 고용이 교육훈련의 부
실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려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지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한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1995∼2001년 사이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
이 1.8%, 유럽연합은 0.6%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시간
과 취업자가 유럽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서 이처럼 미국에서
높은 노동생산성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울 정도이다
(Conference Board, 2002). 그린스펀이 말한 것처럼 정보사회에서의 경
제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는 미국식 접근이 이전보다 더욱 효과가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논의를 추가한다면, 유연성의 억제는 단지 노동시장만이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런
정책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심대하다는 점이다. 첨단기업 종사자들
은 정시 출퇴근이나 하루 8시간 근로보다는 야간작업이나 주말노동도
기꺼이 감수하며, 고정된 임금보다는 불안정하지만 성과급을 선호한다.
운전사들은 운수업체에 고용되기보다 개인택시 기사나 지입(持入) 차주
가 되기를 선호한다. 과거에 많았던 침식을 제공받는 가정부는 이제 구
하기 어렵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성이 높지만 출퇴근하는 파
출부로 일하기를 선호한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연한 형태의 고
용은 근로자(생산자)들에게 언제나 강요되는 것만은 아니며, 현대의 생
산물시장과 기술적 환경하에서 보다 많은 자유를 향유하려는 근로자들
의 욕구와 고용 유연성을 높이려는 기업의 필요가 결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생산활동이나 산업에 대한 규제 없이 고용안정의
강화를 추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유럽의 높은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율에서 보듯이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의 대가는 예상외로 크다. 기업가의 창의성과 시장의 선점을 위한
기동성과 속도가 한층 중시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보다 그
폐해가 훨씬 클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과 평생고용과 기업 공동
체의 유지를 기조로 하여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고도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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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려 한때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촉망되던 일본
경제의 최근의 추락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택의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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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업형태 변화와 정책과제:
-인력파견을 중심으로-

남 성 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Ⅰ. 서 론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각국에서 취업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이른바 전통적
인 정규직 위주의 취업형태로부터 비정규직 위주로 취업형태가 다양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배경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으
로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취업형태 변화를 수
요와 공급이 결합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인적자원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왔
으며 여성인력 등 비정규직 취업형태를 선호하는 인력공급이 또한 증가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주로 기
업의 필요에 따른, 즉 수요에 따른 것이며 수요의 배후에는 정규인력을
주변인력으로 대체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는 것이
다. 비정규직이 단지 정규인력을 주변인력으로 대체할 뿐이라는 입장에
서 보면 비정규직 그 자체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가가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취업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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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목적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으로 통칭되는 취업형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각각은
특색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며 취업형태 다
양화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인력파견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성장
원인과 효과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력파견 수요는 무엇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가, 인건비 절약인가 아니면 업무 수요의 일시적 증가인가
등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장은 우선 파견의 국제적인 성장요인을 살펴보고, 파견을 부정적 시
각으로 보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
론을 살펴본 다음, 거래비용 차이에 따른 선택모형으로서 접속-분리 모
형(attachment-detachment model)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파견 수요의 결정요인들에 관한 실증분석을 서베
이한다. 여기에서 초점은 파견 수요가 정규직 수요와 대체관계인가 보완
관계인가, 그리고 파견 수요는 경기변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을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파견이 단순히 다른 형태의 고용을 대체하는
데 불과한지 아니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Ⅱ. 파견의 성장요인들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성장해 온 인력파견의 성장요인에 대한 학계
의 분석은 Mangum et al.(1985), Abraham(1990), Golden and Appelbaum
(1992) 등에 의해 제시되었고 보다 최근에 Laird and Williams(1996)에
의해 요약되었다. 이들의 분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1990년대의 경제환경의 변화가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파견근로의 사용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첫째,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격화되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제품
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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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JIT(Just In Time) 생산방식이나 전사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덜 들이고 더 많이
만들기를 꾀하였다.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줄이되 인
력 이용의 적시 사용(JIT) 전략을 취하였다. 둘째로는 컴퓨터 혁명으로
비롯된 빠른 기술변화가 역동적인 시장의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도
록 요구하였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인력들
을 다양한 생산라인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재배
치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훈련시키며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동비
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인력 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고
도로 숙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Christensen, 1987).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기업들은 파견근로
자의 사용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파견의 이용은 정규직보다는
훨씬 쉽게 확대․축소․재배치 등이 가능하므로 작업 스케줄에 매우 큰
유연성을 줄 수 있다(Christensen, 1987). 또한 이와 같은 인력의 유연성
은 핵심 정규인력을 불확실한 시장 수요 변동에 따른 실직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며, 그에 따라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Mangum et al., 1985; Abraham, 1990). 호경기에는 인력을 늘리고 불경
기에는 해고하는 방식 대신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정규직을 소
수정예로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파견직의 사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이 가능하다(Caudron, 1994). 둘째로 파견근로를 이용함으로써 정규직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준고정적 비용, 즉 채용비, 선발비, 훈련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temp-to-pern 방식이라 하여 일
정 기간 동안은 파견직으로 사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파견업체들은 근로자들을 찾아내어 사용업체에 연결시
켜 주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준고정적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은 생산성을 높이면
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파견근로자들은 단지 일
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뿐 부가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험이다(Polivka and Nardon, 1986; Mangum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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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견직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공급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첫째로 상용고용에 대비하여 파견직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
했을 수 있다. 파견고용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근로 스케줄과 강도를 유
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Gannon, 1984; Howe, 1986; Chistensen, 1987).
미국에서는 Sunoo(1994)에 따르면 많은 파견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일자
리가 있어도 그대로 파견에 머무른다고 한다. 파견직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근로자계층은 직업과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하는 기혼여성, 일과
학업을 조화시키려는 청년층, 그리고 다시 직업을 찾으려는 퇴직근로자
등이다. 1980년대 이래 기혼여성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수보다 빠
르게 증가하였고 또한 노년층 근로자 수도 전체 근로자 수보다 약간 빠
르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공급풀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고용 기회가 제약됨에 따라 파견고용이 증가
하였을 수도 있다. Golden and Appelbaum(1992)은 정규직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이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할 수 없이
파견직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Christensen(1987)은 미국에서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가지는 여성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곧 그들
이 전시간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직을 택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파견의 증가 뒤에는 수요적 요인과 공급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로는 파견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말해 주지
는 않는다. 따라서 다음으로 파견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모형
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두 개의 이론적 가설을 살펴본다.

Ⅲ. 이론적 설명 1: 기업내 이중노동시장 가설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원래 1960년대의 경제적 취약계층(예컨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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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준실업 상태를 설명하고자 생성된 것
이다. 이중노동시장은 정규 시장(primary market)과 비정규 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구성된다. 정규 시장은 한 마디로 ‘좋은’ 직업시
장을 의미한다. Cain(1976)은 정규 노동시장의 특징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고용이 안정적이다. ② 임금 수준이 높고 시간에 따라 증가한
다. ③ 승진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④ 자본 및 기술집약적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⑤ 경우에 따라서 강력한 노동조합
이 존재한다.
반면에 비정규 노동시장은 한 마디로 ‘나쁜’ 직업시장을 의미하며, 정
규 노동시장의 특징과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다. 즉 ① 고용이 불안정하
고 이직이 잦다. ② 임금 수준이 낮으며 시간이 가도 정체된다. ③ 승진
체계가 없거나 심하게 제한되어 있다. ④ 기술구조가 단순하고 노동집약
적이다. ⑤ 노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규 노동시장과 비정규 노동시장의 특징은 상호간에 서로 상
승작용을 통하여 이 같은 특징을 더욱 굳히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정
규 시장의 특징인 연공에 따라 증가하는 높은 임금 수준은 경영자로 하
여금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그리하
여 생산시설의 개량,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며 이는 다시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질의 차이에 따른 승진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에 따
라 기업특수 인적자본이 커지고 기업은 기업특수 인적자본의 열매를 지
속시키기 위해서 장기고용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비정규 노동시장에서는 빈곤선에 머무르는 낮은 임금으로 기업
은 노동절약적인 설비에 투자할 유인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생
산성은 정체된다. 또한 생산성의 정체로 숙련도를 높일 유인이 부족하게
되며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와 실업자 간에 대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비정규 시장의 직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천한
일들이다. 따라서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승진체계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장래성 없는 일이 되므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잦
은 이직으로 효과적인 노조가 결성되기 어렵다. 이 때의 취업은 근로자
들로서는 결코 자발적인 취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규직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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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 번 비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
면 그 안에 갇히게 된다고 본다.
이중노동시장 가설을 기업내 고용관계에 응용하여 인력파견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기업은 경쟁 심화에 대비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
로 과거에는 정규직 위주이던 기업내 인력 구성을 핵심인력(care workforce)과 주변인력(peripheral workforce)으로 이분화시킨다. 핵심인력은
소수정예주의에 입각해 구성되며 기업특수 인적자본을 쌓아가며 문제
포착 및 문제 해결에 업무의 중심을 둔다. 핵심인력은 회사에 강한 귀속
의식을 가지며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며 장기근속을 한다. 그리고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에 의거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승진과 승급의
기회를 부여받는다.1)
한편 주변인력은 기업특수 인적자본이 불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며 단
순한 기능의 반복적 수행이 대부분이다. 주변인력은 기업의 구조에 익숙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강하게 밀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안정이
보장되지도, 장기근속이 유도되지도 않으며 임금 및 부가급여에 있어서
핵심인력보다 열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중노동시장론에 따르면 기업내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함으로써 기
업은 몇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파견인력 등을 사용함으로써
정규직을 쓰는 것보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규직을
파견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한다. 둘째, 파견을 이용함으로써
정규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2) 파견직 사원은 대체적으로 순
종적이며 자기업무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정규직의 고용은 불안해지고 정규사원
은 더 순종적으로 된다. 셋째, 비정규직을 이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약
화시킬 수 있다. 파견 등의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파견사원은 고용주가 다르므로 노조의 입장에서는 근로
자로서의 유대를 맺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약화된다.
이중노동시장 가설을 인력파견 수요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1) Belous(1989 : 67-70).
2) 정인수․윤진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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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중노동시장론에서 말하는 비정규 노동시장의 생성 이유는 차
별(discrimination)이다. 그러나 최근의 비정규 취업의 확대는 컴퓨터의
이용, 업무자동화 등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그 이유를 돌려
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인력파견의 증가는 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수요
의 가변성 확대가 큰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이중노동시장론은 주변인력의 취업을 비자발적 취업으로 해석
한다. 그러나 파견 취업의 경우 자발적인 취업일 경우가 많다. Bronstein
(1991)은 ① 약간의 여유 돈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 ② 작업환경의 변
화를 좋아하는 자유근로자들(“nomadic” workers) ③ 직장과 가정의 조
화를 유지하려는 기혼여성들, 그리고 ④ 특수한 기술의 소유자들이 주로
파견 취업을 자발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이중노동시장론에 있어서 비정규 노동시장은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동 혹은 육체노동의 시장이다. 그러나 파견 취업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이 있다.3)
넷째, 이중노동시장론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파견 취업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잘 된
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서 파견 취업을 선
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의 예비단계로서 파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노동시장론의 고용에 대한 함의는 우선 파견은 정규직 고용을 대
체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고용을 창출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효과는 물론 부정적이다. 파견은 안정적
인 일차노동시장을 위축시키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이 상존하는
이차노동시장을 키우기 때문이다.

3) Polivka and Nardone(1989)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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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론적 설명 2 : 접속 - 분리 모형
(attachment-detachment model)

파견근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이 아닌 근로서비스의 이용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한데
Mangum, Mayall and Nelson(1985) 등은 이른바 접속-분리 모형을 이
용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남성일(1993)은 이들의 아이디어를 토
대로 하되 이를 Williamson(1986)의 이론과 접합하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바탕한 파견 수요의 결정모형을 발전시켰다.
기업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거나(to make) 외부로부터
구입하여(to buy) 이용한다. 인적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기업들은 전통
적으로 고용하고 훈련하여 쓰는 ‘to make’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산 양식이 변하고 업무 형태가 변함에 따라 특정한 업무(예컨대, 단순
한 업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위한 인력을 고용하고 훈련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업무들은 또한 성격상 정규직으
로 받아들여 고용안정과 승진․승급을 보장해 주기가 어렵다. 특히 수요
가 한시적인 경우에는 채용, 훈련 및 관리에 따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매우 클 수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detachment)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서비스만 이용하는 수요, 즉 근로서
비스만 구매하는(to buy) 수요가 발생한다.
한편 근로자는 한 직장에 귀속됨으로써(attachment) 여러 직장을 옮
겨다녀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탐색비용과 소득의 상실을 줄이려 한다.
이와 같이 인력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필요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은 파견근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즉 파견사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필요하는 곳에 파견함으
로써 근로자에게 고용기회를 주며(attachment), 이용기업에게는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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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도는 이용기업이 적합한 근로자를 물색하고, 선발하고,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데 드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직장을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그 과정에서의 소득 손실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
시킨다.
Mangum et al.(1985)은 직접고용보다 파견이 선호될 수 있는 기준이
거래비용에 있다는 점은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직접고용
보다 파견을 택하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반적인 이론 측면에
서 Williamson(1986)은 생산요소를 살 것이냐(to buy), 만들 것이냐(to
make)의 선택은 각각의 거래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특수자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만드는
것, 즉 고용하는 것이 상호간에 더 유리한 반면, 일반적 인적자본만이 필
요한 업무의 경우 시장에서 사는 것이 거래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고 분
석하였다.4) 이 분석은 표준화되고 단순한 업무 예컨대, 단순사무직 혹은
서비스직 등에 파견근로가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파견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인가를 분석해 보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시켜 T 기간 동안 사
용하는 경우에 드는 총 노동비용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T

C 1 = ∑ (W t + M t )(1 + r) - t +H+K
i= 1

(1)

여기에서 Wt는 t기의 임금, Mt는 t기의 인력관리비용, r은 할인율, H
는 채용비용, K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한편 동일한 서비스를 파견에 의
해 공급받는 경우의 비용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T

C 2 = ∑ (W t + R t )(1+r) - t
t=1

(2)

여기에서 Rt는 파견업체의 관리비 및 이윤이다. 따라서 Wt＋Rt는 t기
의 파견서비스 가격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C1이 C2보다 크다면 파견

4) Williamson(1986 :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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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파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논의의 단순
화를 위하여 Wt, Mt, Rt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그
러면 C1=C2의 균형조건은
(W+M) ∑( 1 + r) - t + H + K = ( W + R) ∑( 1 + r) - t

(3)

가 된다. 양변을 ∑( 1 + r)- t 로 나누고 정리하면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M+

H+K
T

∑ (1+r)
t= 1

-t

= R

(4)

상기 식의 좌변은 직접고용시의 거래비용이다. 즉 관리비용, 채용비용,
훈련비용을 말한다. 우변은 파견서비스 이용시 지불해야 할 거래비용,
즉 파견사업체의 관리비와 이윤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균형조건은 직접
고용의 거래비용이 파견서비스 구매의 거래비용보다 크다면 파견서비스
를 선택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의 균형조건은 파견사업의 이윤 발생
근거를 말해준다. R을 파견사업체의 인력관리비(Ms)와 이윤(π)으로 나
누어 상기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π = (M - M s ) +

H+K
T

(5)

-t
∑ (1+ r)

t= 1

즉 이윤은 전문적 인력관리로 이용기업의 인력관리비보다 싼 부분
(M-Ms), 채용비용, 훈련비용, 그리고 파견서비스 제공 기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직접고용이나 파견서비스의 질은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이들로
부터 얻어지는 한계수익 B는 각 기의 한계생산성가치(MRP)의 현재가치
의 합으로 표현된다.
T

B = ∑ MRP t (1+r) - t
t=1

(6)

따라서 B가 C1이나 C2보다 큰 경우에는 인력수요는 증가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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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생산의 기술적 특성과 함께 생산물 시장의 수요조건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식(4)와 식(6)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파견수요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① 이용 기간(T)이 짧을 경우
② 이용기업의 채용비용(H)이 비싸지는 경우
③ 훈련비용(K)이 증가하는 경우
④ 이용업체의 인력관리비용이 증가하거나 파견업체의 인력관리비용
이 감소하는 경우
위에서 이용 기간이 짧을 경우 파견을 선호하는 까닭은 채용비용, 훈
련비용 등의 고정비용은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직접고용의 거래
비용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하
게 되는 경우 파견 수요가 감소함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수요 결정요인과 함께 제품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는 직접고용이나 파견 모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예
컨대 경기변동의 경우 직접고용과 파견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단, Oi(1962)가 지적한 것처럼 파견의 경우
채용 및 훈련비용 등의 준고정적 비용을 집출해야 하는 직접고용의 경
우보다는 변동 폭이 훨씬 클 것이다.
한편 이 모형의 또 다른 함의는 인건비의 차이에 따라 직접고용에서
파견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체
는 직접고용의 총 인건비가 커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만(1995)은 남성일(1993)의 모형을 확장한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
하여 거래비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비정규직의 노동비용은 가변비용만 있는 데 반하여 정규직의 고용은
가변비용과 거래비용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같은 거래비용의 존재
로 인하여 고용 기간이 일정한 크기에 미달할 경우 비정규직을 고용하
는 것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업에게 이득이 됨을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논의한 모형과 동일한 함의이다. 그러나 김형만
(1995)의 모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불확실성을 도입한 모형의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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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고용 기간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와 함께 고용 기간의 불확실성
이 증가하는 경우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의 수요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였다. 우선 평균적인 고용 기간이 줄어들 경우 정규직 수요는
줄어든다. 비정규직 수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산함수에서 순대체재
인가 순보완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독립적
인 관계라면 비정규직 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일 두 형태가 서로
순대체관계에 있다면 비정규직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나 만일 두 형태가
순보완관계에 있다면 평균적인 고용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비정규직의
수요는 감소한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의 효과이다. 이 경우 모형은 정규인력의 수요가 감소한다고 예측한다.
그 이유는 고용 기간이 불확실할 경우 기업은 위험 기피적으로 행동하
고 정규직 고용의 한계기대이윤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정
규직의 고용을 줄이려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는 다시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대체/보완관계에 따라 다르다. 만일 대체관계라면 정규직 수요
감소에 따라 비정규직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보완관계라면 비정규직 수
요는 감소할 것이다.
접속-분리 모형은 파견고용의 존재가 기업의 인력 확보의 거래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고용을 창출함을 함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만일 파견이
없다면 고용이 줄어드는가라고 물음으로써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첫째,
고용 기간이 단기간인 일의 경우 파견만이 가장 효율적인 고용의 대안
이 될 수 있다. 일시적인 결원이나 계절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파견
을 사용할 수 없다면 많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대신 일하거나 연장근로
를 함으로써 메우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고용은 그만큼 준고정적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견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파견은 기업에게 고용형태의 선
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인력관련 비용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을 막론하고 전체적인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파견의 이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는 그만큼 단위노동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력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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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릴 수 있게 한다.

Ⅴ. 실증연구 분석

파견직 고용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은 많으나 이것만으로는 파견이 고
용을 창출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체하는지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과 파견의 대체/보완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석에는 보다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하여 작업
이 쉽지 않다. 본 장에서는 미국 데이터를 이용한 남성일(1994)의 분석
을 주로 이용하고, Laird and Willams(1996), 김형만(1995) 등의 연구를
보완적으로 이용하여 이 문제를 분석한다.

1. 추정 모형
본 절에서 이용하는 추정 모형은 기본적으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모
형이다. 노동수요의 추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가격변수로서 임금을 포함
하고 스케일 효과를 보기 위하여 산출물 변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파견
인력 수요의 추정 모형에서는 단순한 임금변수 대신 정규직 인건비와
파견 인건비 변수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두 인건비의 차이를 변
수로 넣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동수요 방정식
을 세울 수 있다.
LT t = β 0 + β 1Y t + β 2WT t + β 3WR t + ε t

(7)

LT t = β 0 + β 1Y t + β 2 (WR t -WT t ) + ε t

(7)'

여기에서 LT는 파견고용량, Y는 산출, WT는 파견의 시간당 인건비
그리고 WR은 정규직 혹은 직접고용의 시간당 인건비이다. (7)에서 β1
은 양의 부호, β2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β3의 부호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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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정규직이 대체관계에 있으면 양, 보완관계에 있으면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내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파견 수요의 원인으로서 정규직의 대체
를 들고 있으므로 β3의 부호가 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접속분리 모형에서는 β3의 부호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즉 양 혹
은 음이 될 수 있다. 한편 산출의 효과에 대해서 접속-분리 모형에서는
β1의 부호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경기변동과 관계
하여 호경기의 산출 증가는 파견 수요를 증가시키고 불경기의 산출 감
소는 파견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이 없으므로 파견 수요의 변동은 직접고용수요의 변동보다
훨씬 폭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β1의 부호에 대하여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분명한 부호를 예측하지 못한다. 호경기의 생산 증가는 파견 수
요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불경기에 생산이 감소할 경우에 이중노동시장
가설에 따르면 경기 악화를 이유로 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들을 파견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파견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β1의 부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본 절의 추정 자료는 미국 자료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자료가
아직 만들어질 수 없고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의 자료만 가능하여 관
찰수가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자료도 완벽하지 않아 파견의 시간
당 인건비인 WT 변수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득이 추정 모
형은 이 변수를 빼고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LT t = β 0 + β 1Y t + β 2WR t + β 3T t + ε t

(8)

여기에서 T는 시간추세변수이다. (8)의 추정식은 WT 변수를 누락시
키고 있으므로 변수 누락에 따라 계수추정량의 편의(bias)를 가져올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WT 변수는 WR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WT
의 계수값은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WR의 계수추정치
β 2 은 하향 편의(downward bias)를 가질 것이다. 예컨대, 진정한 β2의

값은 양이지만 추정치의 값은 영(零)에 가깝거나 음의 부호를 가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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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Y의 계수 추정치 β 1 또한 Y와 WT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이므로 하향 편의를 가질 것이다.

2. 추정 결과
(8)은 1970∼93년까지 24년 동안의 미국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
었다. LT는 파견근로자 수이며 Y는 미국의 GNP이다. 그리고 WR은 제
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보상(hourly compensation)이다. 시간당 보상을
변수로 사용한 까닭은 시간당 보상은 임금뿐 아니라 부가급여 등을 포
함한 보다 포괄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는 정규
직 혹은 직접고용 근로자의 인건비가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파견직이 전
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아주 작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직접고용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인건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8)의 모든 변수는 추세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로그를 취
한 값들이다.
<표 4-1>은 파견고용 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Ⅰ행과
Ⅱ행은 각각 logY와 logWR 변수를 빼고 추정한 것으로서 Ⅲ행의 결과
<표 4-1> 파견 고용의 추정 결과
(종속변수 : log LT)
독립변수
constant
logY

Ⅰ
4.9605
(8.98)
-

Ⅱ
2.5063
(0.76)
0.3288
(0.69)
-

Ⅲ
-11.2043
(1.93)
2.8309
(2.84)
-2.3131
(3.07)
0.0088
(0.21)
0.9817
1.537

-0.1049
(0.30)
0.1136
0.0815
T
(5.55)
(2.14)
0.979
0.979
R2
1.594
1.633
D,W
주: 1) ( )안은 t값의 절대값임.
2) (Ⅰ)과 (Ⅱ)의 결과는 자기상관을 제거한 추정의 결과임.
logWR

Ⅳ
-12.3699
3.0264
(8.84)
-2.4355
(5.24)
0.98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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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할 목적으로 추정된 것들이다. Ⅰ행의 결과는 파견고용 수요가
일반근로자의 평균인건비와 음의 관계가 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신 추세변수는 1%에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계수추
정치를 갖는다. 그리고 Ⅱ행의 결과는 파견고용 수요가 GNP와 양의 관
계를 갖지만 유의성은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추세변수가 유의성
을 갖는다. 그런데 Ⅰ과 Ⅱ에서 logY나 logWR의 계수값이 유의성이 없
는 이유는 이 변수들이 추세변수 T와 다중공선성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Ⅲ행의 결과는 식(8)을 그대로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logY의 계수값이
양이며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파견고용 수요는 GNP와 정(正)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거래비용에 입각한 접속-분리 모형의 함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변수 누락에 따른 하향 편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파견고용 수요가 GNP와 강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Ⅲ행의 결과는 logWR의 계수추정치가 음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이는 파견과 정규직이 대체관계에 있으며 따라
서 양의 계수값을 기대한 이중노동시장론의 이론적 함의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 같은 불일치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째로 변수 누락에 따른 하향 편의의 결과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
로 설사 logWR의 진정한 계수값이 양이더라도 누락된 WT의 계수값이
음이면서 값이 크고 WT와 WR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음의
방향으로 편의가 발생하여 logWR의 계수값은 음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로 가능한 해석은 파견과 정규직은 현실적으로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
완적이기 때문에 logWR의 계수추정치는 음의 값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파견이 정규직을 대체한다는 가설은 현실적 근거를 잃게 된다.
Ⅳ행은 Ⅲ행에서 추세변수가 유의성이 없으므로 이를 빼고 추정한 결
과로서 Ⅲ행의 결과와 흡사하다. 특히 R2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으로 보
아서, 그리고 Ⅰ행과 Ⅱ행에서 유의적이던 추세변수가 Ⅲ행에서는 유의
성을 잃는 것으로 보아서 추세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에 높은 다중공선
성이 존재함을 유의할 수 있다.5)
<표 4-1>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에서 논의한 두 가설 중 접속-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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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이 더 현실적 지지를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 가설의
함의대로 파견고용 수요는 산출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경기변동에 따라 파견 수요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4-1>의 결과를 <표 4-2>의 결과와 비교하면 파견 수요가 직접
고용 수요보다 환경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는 (8)의 식을 일반근로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반적인 노
동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표 4-2>의 Ⅲ행을 보면 근로자 일반의
고용수요는 GNP와 양의 관계를 갖고 시간당 인건비와 음의 관계를 갖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파견수요의 추정 결과와 같다. 다만 추세
변수의 추정치가 음이며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파견 수요의
추정 결과와는 다르다. 그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표 4-1>과 <표 4-2>
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탄력성 추정치의 크기가 매우 다르다
는 점이다. 이는 <표 4-1>의 Ⅲ행에 나타나는바 파견 수요의 GNP탄력
성은 2.83인 데 반하여 <표 4-2>의 Ⅲ행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고용 수
요의 GNP탄력성은 0.75에 불과하다. 한쪽은 매우 탄력적인 반면 다른
한쪽은 비탄력적인 것이다. 이는 접속-분리 모형의 함의와 일치한다. 접
<표 4-2> 고용수요의 추정 결과
(종속변수: log LE)
독립변수
constant
logY
logWR
T
R2
D.W.

Ⅰ

Ⅱ

Ⅲ

Ⅳ

11.1658
(64.6)
-

7.6159
(7.05)
0.5052
(3.94)
-

9.0512
(45.9)
0.3582
(8.9)
-0.1721
(3.15)

0.9925
0.75

0.0076
(0.76)
0.0134
(2.47)

-0.0155
(1.65)

6.7066
(16.48)
0.7513
(10.78)
-0.4182
(7.94)
-0.0177
(6.03)

0.9872
1.24

0.9932
1.34

0.9973
1.33

5) 그러나 LT변수가 stationary 하지 않다면 추세변수는 LT변수의 nonstationarity
를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unit root test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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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분리 모형에서는 경기변동이 있을 경우 준고정비용이 없는 파견보다
는 채용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 정규직 고용이 더 비탄력적으로 움직인
다고 예측한다.
우리의 추정식은 추세변수를 포함하므로 GNP변수가 추세를 제외한
경기변동의 변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추세를 제거한 편차(deviation)형태로 바꾸어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6)
DL = - 0.0515 + 0.5120DY - 98.98DW
( 0.003) ( 0.759)
( 2.92)

R2 = 0.0814
D.W. = 1.14
DY는 경기변동에 따라 양과 음의 값을 갖는다. 위의 결과는 <표 41>과 마찬가지로 파견고용이 GNP와 양의 관계,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
와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파견고용은 GNP가
추세보다 상승하면 같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같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 파견고용과 GNP의 상관관계

6) DL = LT - LT , DY = Y - Y , DW = W - W 이며, LT , Y , W 은 각각 LT, Y
및 W를 추세변수 T에 대하여 추정한 예측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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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DL과 DY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 1차
오일 쇼크 이전의 호경기에는 GNP와 파견 모두 추세선보다 위에 있었
으나 오일쇼크 이후 다같이 추세선 아래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1980년
대 후반의 호경기에는 다시 같이 상승하였다가 1991년의 불경기에는 같
이 하락, 그 이후는 다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파
견고용은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인력
파견업계에서는 파견고용 숫자는 경기변동의 선행지표라고까지 주장한
다. 특히 경기 회복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7)
김형만(1995)은 한국의 개별기업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110개 개별기업을 직접 조사하여 고용과 노동비용에 관
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추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부터 근속년수
등과 같은 자료를 보완하여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을
<표 4-3> 선험적 모형의 SUR 추정 결과
변수
상수
LNQ
SNB
SNW
LNHK
LNT
LNST
R2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44.7438
-18.2577
(2.0762)
(1.4229)
0.5431
(0.6000)
2.2145
(1.5071)
-0.0699
(0.1889)
2.6847
(3.5858)
-0.3829
(1.1753)
0.2766

1.5186
(2.8176)
0.3292
(0.3497)
-0.5376
(2.4415)
1.9393
(4.3505)
-0.4224
(2.1779)
0.4492

매출액을 포함한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54.6721
-20.9448
(2.5597)
(1.6051)
0.4923
0.1332
(2.1769)
(0.9643)
0.8189
1.5932
(0.9247)
(2.9448)
2.1353
-0.3077
(1.4951)
(0.3527)
-0.2726
-0.5925
(0.7368)
(2.6210)
2.3710
1.8554
(3.2080)
(4.1068)
-0.2195
-0.3782
(0.6770)
(1.9093)
0.3218
0.4570

주: ( )안은 t값의 절대치임.
7) 파견과 경기변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네덜란드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도 나타났다. Bank Mees(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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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추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고용량과 비정규직 고용량
의 로그값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매출액
(LNQ), 비정규직 임금(LNB), 정규직 임금(LNW), 채용 및 훈련비 등의
거래비용(LNHK), 고용 기간(LNT), 그리고 고용 기간의 불확실성을 나
타내는 변수인 고용 기간의 표준편차(LNST)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모두 로그값이다. 추정 모형은 선험적 모형 등 세 가지로 하였고 그 결
과는 <표 4-3>부터 <표 4-5>까지 요약되어 있다.
표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비용의 효
과인데 비정규직의 경우 자기가격효과와 교차가격효과가 양으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다. 교차가격효과가 양으로 나타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
직이 총 대체재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다. 거래비용(LNHK)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추정에서 모
두 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인력 수요가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론적 함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정
<표 4-4> 콥-더글라스 모형의 SUR 추정 결과
변수
상수
LNQ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44.7517
-18.2030
(2.0771)
(1.4203)
-

0.5458
1.5267
(0.6025)
(2.8330)
2.1417
-0.2205
SNW
(1.4595)
(0.2526)
-0.0737
-0.5436
LNHK
(0.1993)
(2.4709)
2.6829
1.9345
LNT
(3.5818)
(4.3417)
-0.3823
-0.4219
LNST
(1.1739)
(2.1778)
2
0.2766
0.4509
R
주: ( )안은 t값의 절대치임.
SNB

매출액을 포함한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54.6710
-20.9109
(2.5609)
(1.6047)
0.4923
0.1346
(2.1808)
(0.9753)
0.8243
1.6027
(0.9301)
(2.9627)
1.8553
-0.2897
(1.3005)
(0.3430)
-0.2776
-0.5993
(0.7502)
(2.6532)
2.3673
1.8483
(3.2015)
(4.0953)
-0.2187
-0.3773
(0.6747)
(0.9069)
0.3220
0.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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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수요가 줄어든다. 추정 결과는 비정규직 수요도 또한 감소함을 보
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비정규직에 촉탁 등 정규직과 상관
도가 높은 고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파견에 대한 함의는 적다 하겠다.
고용 기간(LNT)의 부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양자에 양의 부호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이 같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두 생산요소가 보완관계에 있을
때 동일 분포의 평균 이동효과를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고용 기간의 불
확실성(LNST)의 계수 추정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음으로 나타났
다. 유의성은 정규직의 경우가 추정 모형에서 대략 90% 신뢰구간에서
유의적이나 비정규직은 유의성이 낮다. 따라서 고용 기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정규직의 고용은 확실히 줄고 비정규직의 고용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4-5> CES 모형의 SUR 추정 결과
변수
상수
LNQ
SNB
SNW
LNHK
LNT
LNST
WB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45.9153
-18.6616
(202122)
(1.4793)
3.9132
(2.3364)
-1.1096
(0.5617)
-0.0464
(0.1304)
2.1523
(2.8480)
-0.2927
(0.9263)
5.9352
(2.3553)

2.8533
(2.8030)
-1.5014
(1.2505)
-0.5329
(2.4604)
1.7254
(3.7567)
-0.3866
(2.0133)
2.3382
(1.5367)

0.3209
0.4684
주: ( )안은 t값의 절대치임.

R2

매출액을 포함한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54.2303
-20.7282
(2.6170)
(1.6123)
0.4206
0.1045
(1.8924)
(0.7581)
3.7326
2.8084
(2.2802)
(2.7654)
-0.9501
-1.4608
(0.4924)
(1.2212)
-0.2237
-0.5769
(0.6214)
(2.5825)
1.9491
1.6749
(2.6157)
(3.6232)
-0.1642
-0.3547
(0.5203)
(1.8111)
5.1982
2.1550
(2.0882)
(1.3954)
0.3162

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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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파견직과 정규직이 대체가 아
니라 다소 보완적인 관계이며, 이중노동시장론의 입장보다는 접속-분리
모형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형만(1995)의 실증
분석에서는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이렇다 할 대체 혹
은 보완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형만의 데이터는
비정규직 중에서 임시, 촉탁 등과 같은 직접고용과 파견이라는 간접고용
을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실증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파견에 적용
시키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희귀한 비정규직 실증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결론을 유추하자면 정규직 임금의 급격한 상
승은 비정규직의 수요를 촉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 기간의 감소
는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
로 판단하건대 파견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 순고용증가 효과는 없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반면 파견의 고용효과를 인정하는 접속분리 모형은 적어도 미국의 데이터를 통해서는 실증적인 근거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Laird and Willams(1996)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미국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파견의 수요측 및 공급측 요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6>에 요약되어 있다. 추정 결과는 미국에서 1980년대
파견의 급격한 증가에는 수요 및 공급요인이 모두 작용하였음을 보여준
다. 파견 수요는 경제규모(Y)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
며, 또한 격심해지는 국내 및 해외시장의 경쟁(EXRATE)이 파견 수요
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UNION)은 음의 효
과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노조조직률 하락과 파견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
을 수 있음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낮았다.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VARY)
은 파견에 양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이론과 부합하였으나 유의성은 약하
며, 부가급여(COMP1)는 음의 계수 추정치를 가짐으로써 이론과 반대되
는 결과를 낳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노동공급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기혼여성 노동력변수(MWOMEN)
는 기대한 대로 양의 부호를 보였고, 유의성이 있음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파견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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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파견고용 회귀분석(Laird and Williams)
변수
상수
Y
VARY
COMP1

(1)
-0.7345
(0.8093)
0.5931*
(0.2784)
0.3622
(0.5737)
-0.5588
(0.3075)

(2)
-0.8124
(0.7973)
0.6213*
(0.2784)

-0.5593
(0.3066)

(3)
-1.3848
(0.7606)

0.5223
(0.5764)
-0.6703*
(0.3082)

COMP2
0.1550*
0.1379*
0.1397*
(0.0651)
(0.0645)
(0.0642)
-0.0189
-0.0132
-0.0139
TNOTWORK
(0.0211)
(0.0209)
(0.0208)
UNION
-5.6247
-4.8766
-4.7085
(2.9762)
(2.9466)
(2.9253)
SKILL
-0.0209
0.0284
0.0151
(0.0890)
(0.0905)
(0.0878)
*
*
MWOMEN
0.6603*
0.6643
0.6700
(0.2754)
(0.2706)
(0.2696)
0.2518
0.2051
0.1557
SWOMEN
(0.1650)
(0.1637)
(0.1433)
0.0897
0.0706
0.0754
BWOMEN
(0.1595)
(0.1570)
(0.1563)
-0.3816
-0.2938
-0.2753
BMEN
(0.2095)
(0.2101)
(0.2074)
0.0444
0.0522
0.0767*
YOUNG
(0.0405)
(0.0385)
(0.0381)
0.0385
0.0390
0.0762
OLD
(0.0627)
(0.0625)
(0.0611)
-0.0517
-0.0499
-0.0550
INVOLPR
(0.0446)
(0.0444)
(0.0454)
2
0.6817
0.6836
0.6704
R
주: 1) ( )안은 t값의 절대치임.
2) ‘*’는 5% 수준 양측검정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RATE

(4)
-0.5702
(0.8109)
0.7616*
(0.2917)
0.4003
(0.5812)

-3.8804
(3.6871)
0.1300*
(0.0650)
-0.0149
(0.0211)
-6.4003*
(2.9176)
0.0425
(0.0913)
0.6773*
(0.2736)
0.1788
(0.1652)
0.0455
(0.1583)
-0.3118
(0.2130)
0.0451
(0.0411)
0.0226
(0.0625)
-0.0545
(0.0451)
0.6744

청소년 노동력(YOUNG)이나 노령인력(OLD)의 증가는 파견에 양의 영
향을 주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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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PT)의 증가는 파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함의와 배치되는 실증적 결과이다.

Ⅵ. 일본의 경험
근로자 파견이 고용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앞 장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모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그 외에 서베이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파견의 수요와 공급이 단순한
정규직 대체가 아니라 독립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파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관련 법제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일본에서는 정규직을 단순히 대체하는 쪽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수요와 공급
이 연결되는지를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처럼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형에 대한 통
계적 실증분석은 하지 못한다. 그 대신 고용의 형태별 변화에 대한 자료
를 통하여 파견이 정규직을 대체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한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파견사용업체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하여 파
견의 사용 이유가 정규직 대체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파견법 개정 내용과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파견이 정규직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고용창출의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피고용자 중 정규직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대신 파견근로나 파트타임 등과 같은 비정규직의 비
중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언듯 보기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대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가 정규
직보다 훨씬 빠를 따름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표 4-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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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된다. 우선 1992
년부터 1997년 사이에 정규직의 숫자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체 피고용
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서 70.1%로 2.3%포인트 감소하였다.
그 대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촉탁,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
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파트타임의 비중이 11.3%에서 12.7%로 1.4%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에 파견사원은 숫자는 16만 3천에서 25만 7천
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피고용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0.3%
에서 0.5%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와 비
교하여 파견이 피고용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감안
할 때 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원인을 파견의 증가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하
겠다. 다시 말해서 파견이 정규를 대체함으로써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든
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4-7> 일본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변화

피고용자 전체
임원
임원 이외의 피고용자
정규직
1997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촉탁
파견사원
기타
피고용자 전체
임원
임원 이외의 피고용자
정규직
1992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촉탁
파견사원
기타

전체
54,997
3,850
51,147
38,542
6,998
3,344
966
257
1,025
52,575
3,970
48,605
38,062
5,967
2,514
880
163
1,008

숫자
남자
33,130
2,973
30,157
26,787
436
1,652
605
53
612
32,042
3,075
28,971
26,100
328
1,283
579
49
623

여자 전체
21,867 100.0
877
7.0
20,990
93.0
11,755
70.1
6,562
12.7
1,692
6.1
361
1.8
204
0.5
412
1.9
20,529 100.0
895
7.6
19,634
92.4
11,962
72.4
5,639
11.3
1,232
4.8
301
1.7
114
0.3
384
1.9

(단위: 천명, %)
구성비
남자 여자
100.0 100.0
9.0
4.0
91.0
96.0
80.9
53.8
1.3
30.0
5.0
7.7
1.8
1.7
0.2
0.9
1.8
1.9
100.0 100.0
9.6
4.4
90.4
95.6
81.4
58.3
1.0
27.5
4.0
6.0
1.8
1.5
0.2
0.6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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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정규직 대체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기업들이 파
견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을 선택하는 이유를 조
사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동경도(都) 노동경제국에서 실시한 1998년
도 파견근로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표 4-8>은 이 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바 일본 기업이 파견을 이용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
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종업원 수의 억제’이며 ‘임금비용의 감소’도
26.8%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수의 억제 또는 임금
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파견을 이용하는 것은 정규 상용직의 고용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용
이유라면 파견이 그 자체로 고용을 새로이 창출하는 순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 4-8>은 파견사용의 이유로 ‘업무량의 변동
이 커서’(33.2%), ‘결원의 임시직 보충’(29.8%), ‘필요기술의 자체육성이
어려워’(12.5%)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 이유들은 파견의 고유
기능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만일 파견이 아니라면 충족되기 어려운 것들
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파견을 이용하는 만큼 파견은 고용
을 창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8>은 또한 사용 이유들이 파견대상 업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파일링이나 접수․안내와 같은 단순한 업
무의 경우 종업원 수 억제를 위해, 또는 임금 절감을 위해 파견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문서 작성과 같은 업무
의 경우에는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또는 결원의 일시적 보충을 위해 파
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실태조사는 또한 파견근로를 사용하기 이전에 당해 업무를 누
가 담당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 업무의 74.9%가 상용근로
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업무로 나타났으며, 신규 업무로서 과거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9.8%,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에 의해 수행된 경우가
9.5%, 외부 위탁에 의해 수행된 경우가 1.7%, 기타의 경우가 4.0%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의 파견업무 중 약 4분의 3 정도는 상용직을 대
체하였으나 나머지는 다른 비정규직 혹은 신규업무에 의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상용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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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파견을 이용하는 이유(복수 응답)
(단위: %)
전체
- 종업원 수 억제를 위해
37.6
- 회사 활성화를 위해
1.7
-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33.2
- 신규채용의 중간 단계
10.5
- 결원의 일시적 보충
29.8
- 필요기술의 자체육성이 어려워 12.5
- 근무 형태가 특이하므로
9.2
- 임금 절감을 위하여
26.8
- 기타
6.4
자료: 동경도 노동경제국, ｢파견근로에

주요 대상업무별
사무용
소프트
문서 재무 접수,
웨어
파일링 기기
작성 처리 안내
조작
개발
51.9
41.9 27.3 38.3 60.5
0.0
1.3
1.0 0.0 0.0 0.0
0.0
34.2
29.5 27.3 27.7 2.6 63.6
8.9
13.3 27.3 4.3 2.6
0.0
27.8
33.3 31.8 27.7 10.5
9.1
6.3
6.7 13.6 12.8 2.6 45.5
8.0
2.9 4.5 2.1 18.4 18.2
38.0
31.4 9.1 23.4 42.1 27.3
1.3
2.9 9.1 8.5 7.9
0.0
관한 실태조사 1998｣ 1999년 3월.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그
림 4-2]에 나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형편에 따라 일할 수 있기
때문’(40.6%)이었고, ‘정사원으로 일할 기회가 없어서’(37.1%), ‘전문적 기
술과 자격을 얻기 위해서’(22.9%), ‘임금수준이 높아서’(18.0%) 등의 순서
로 파견 선택의 이유가 모두 파견근로의 선택이 자발적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일본에서 파견은 상용직의 고용을
일부 대체하는 측면과 파견고유의 사용 이유로 인한 고용창출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연간 34만 여명으
로 추정되는 파견고용 중 일부는 상용고용의 대체에 해당하고 일부는
고용창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파견근로자의 선택이 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의 성장은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
럽게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근로자 파견법 변천을 살펴보면, 우선 1986년 근로
자 파견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파견이 정규직 근로를 대체할지 모른
다는 우려가 매우 커서 법 자체가 규제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파견대
상업무를 16개로 엄격히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을 만든
까닭은 파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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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1996년에 대상 업무를 26개로 확대하였고, 1999년에는 건설
업무, 항만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에 대해 파견이 가
능한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법제
변화의 방향은 파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건대 파견직이
정규직을 대체하여 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사
실과 맞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99년의 법개정은 오히려
파견대상 업무 제한을 없앰으로써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고
용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일본의 파견시장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여 고
용창출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파견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미달하는 등 매
우 미미하여 정규직 고용을 대체한다 할 수 없으며, 기업들이 파견을 사
용하는 이유는 정규직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과 함께
[그림 4-2] 파견을 선택한 이유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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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인력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연성 측면
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 파견법의 변화는 시간이 갈
수록 파견의 경제적 기능을 인정하고 확대하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Ⅶ. 요약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비정규직 취업이 바르게 성장하는 배경에 대해 인력파견을
중심으로 서로 상반되는 설명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실증분석을 통
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인력파견이 빠르게 성장하
는 데 대하여 이중노동시장론을 기업 내부로 적용시킨 기업내 이중노동
시장 가설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노동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기업내
인력을 이분화시킨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으로 양
분시키고 핵심인력을 파견 등 주변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를 절
감하며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의 고용효과는 없으며 단지 고용구조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효과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접속-분리 모형은 직접고용과 파견 사이에 존재하는 거
래비용의 차이에 의하여 파견 수요를 설명한다. 인력의 이용 기간이 짧
거나 채용 혹은 훈련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 기업은 직접고용보다는 파
견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변동에 따라 파견은 직접고용보다
는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따라 파견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
다고 본다.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파견근로의 공
급이 있을 경우 이는 직업 선택의 문제이므로 안정이다 혹은 불안정이
다라고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의 자료를 통하여 파견고용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파견
은 GNP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인건비와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근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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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견근로는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내 이중노동시장 가설보다는 접속-분리 가설
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정규직/비정
규직 수요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실
증분석에서 사용된 자료가 이론상의 변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
다는 점, 자료의 제약으로 누락된 변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의 결
론은 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파견에 대한 더 자
세한 자료가 가능한 시점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외에 서베이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면 파견의
고용창출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험을 보면 비록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파견의 증가보다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다른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더욱 크
다. 또한 파견을 수요하는 이유와 공급하는 이유들이 이론과 부합되게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에 의
한 파견의 증가는 그만큼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제Ⅱ장의 우리나라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
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들은 파견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파견에 관한 법제 및 정책은 이른바 이중노동시장에 입
각한 다소 부정적인 것이다. 즉 파견은 정규직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능한 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중노동시장 가설
과 같은 부정적 입장보다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파견
과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법제와 정책을 취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
련하여 세 가지의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인력파견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는가이다. 경영계는 파견 기간을
제한하는 법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 기간을 시장 기능에 맡기자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 기간 제한을 철폐할 경우 이는
정규직의 파견직 대체를 광범위하게 촉진하여 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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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견 기간 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행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현
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당분간 파견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파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같은 문
제가 발생하므로 기간 연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을 관측하면 현재 파견시장에는 장기 파견의 수요와 공급이 명백하
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자파견법은 이와 같이
엄존하는 시장의 수요․공급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파견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묶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사용시 의제고용
이라는 강경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파견제
도 시행 결과 정규직을 대체한다는 근거는 약하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파견시스템을 10여 년 운영해 온 일본에서도 이 같은 근거가 없었기 때
문에 규제 완화가 1999년에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파견이 무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파견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전후이며 따라서 규제 완화로 정규직 고용이 대량으로 위협받는다
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파견을 제한
하는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단기파견시장의 육성을 위해 장기파견
에 제한을 둔다는 입장에서 “당사자간(파견근로자, 파견사용업체, 사용
사업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
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파견대상 업무를 자유화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영
계는 파견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부터 극히
일부의 업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 방식은 산업의 발전이나 새로운
직종의 출현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대상 업무를 전문지식, 기술업으로 한정하고 단순반
복적 업무는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약한
직업을 파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간 착취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
한다. 파견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한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파견의 확산을 우려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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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1986년 일본의 파견법에서 만든 희귀한
방식인데, 13년간의 법 시행을 통하여 이 시스템의 허구성을 자각한 일
본은 1999년 법개정을 통하여 국제적 관행에 맞추어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이 조항은 파견시장의 형성을 인위적
으로 억제하여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이용의 유연성을
봉쇄하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파견대상 업무는 객관적 타당성
이 인정되는 극소수의 업무만 제외하고는 완전 자유화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미 파견근로조사연구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위
원안으로 대상업무 제한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 처우를 받는 문
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
용업체에서는 다른 보수체계가 적용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일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파견업체는 파견스탭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스스로 서비스 단가를 높임으로써 임금 차별의 소지를 없애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일 경우 동일
임금을 받도록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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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웃소싱의 강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 재 원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1)

Ⅰ. 아웃소싱의 이해

1. 아웃소싱이란?
아웃소싱을 광의로 파악하면, “내부에서 하던 일을 외부의 기능이나
자원을 활용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주, 하청, 도급, 근로자
파견, 컨설팅, 업무대행, 분사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전략적 아웃소싱(strategic outsourcing), 즉 외부의 전문성 도입 등 전략
적 관점을 갖고, 해당 업무의 설계․계획은 물론 관리․운영까지 수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에는 그 업무를 주는 측과 받는 측이 있다. 여기서는 아웃소
싱 비즈니스를 하는 후자의 입장에서, 전자를 고객(client), 후자를 아웃
소서(outsourcer : vender, supplier라고도 불림)라고 부른다.
일본의 뉴비지니스협의회는 아웃소서의 정보보유도 및 외부 자원의
형태를 기준으로 아웃소싱을 [그림 5-1]과 같이 분류했다. 즉 아웃소싱

*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진
수차장에게 감사드리고, 자료수집, 원고정리 및 교정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한
양대학교 경제학부 안현진, 김현경, 송윤섭, 홍자경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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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품(product)이 아니라 업무(service)를 위탁하는 것이고, 부분(part)
이 아니라 전체(total)로 위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의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하청(下請)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웃소싱이란 업무,
즉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의 아웃소싱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아웃소서는 고객과 비교하여 고도의 업무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이나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근로와 구
별되어야 한다.
[그림 5-1] 아웃소싱의 개념도
아웃소서의

고
일반시장상품
외주품

저
정보 보유도

아웃소싱
근로자파견, 파트타이머 비약성

부품적

업무적
조달자원의 형태

결국 아웃소싱 비즈니스란 바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아웃소싱 업무
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매개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탁자인 고객은 공공기관, 기업, 개인(가정)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수탁자인 아웃소서도 개인이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다.

2. 아웃소싱의 추이
아웃소싱은 미국에서 195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 장기 불황을 겪
으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리스트럭처링이나 리엔
지니어링의 일환으로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면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단순히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였다.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로즈 페로가 설립한 EDS(Electric Data Systems)사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자사 내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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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던 정보시스템 업무를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하게 되면서 유명해지
기 시작해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전반에는 점차 대상 분야가 확대되면서 핵심사업(core business)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적 아웃소싱이 확산되었다. 현재는
아웃소싱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코소싱(co-sourcing)의 시대를 맞
고 있다. 최근 구미 각국에서는 행정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아웃소싱도
번성하고 있다. 특히 아웃소싱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버블 붕괴 이후에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리스트럭처링이나
비용절감의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면서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
입되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정보시스템 부문에서 주로 활용되다가 최
근에는 총무, 경리, 인사, 복리후생, 신제품개발, 영업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과 개인이 하는 일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아웃
소싱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 IBM이 충남방적, SK(10년간
10억 달러), 대한항공(10년간 4억 달러)과 대규모 전산 업무 아웃소싱 계
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삼성, 현대, 대우, LG
등 주요 그룹과 대기업들이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분사화(分社化)를 추진
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아웃소싱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기
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5월 정부개혁 차원에서 국가업무 중 민간에 이
양할 96개 업무를 선정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해 1999년부터 민간 위탁
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도부터 전산을 비롯한 다양한 부
문으로 정부부문 아웃소싱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법원의 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도 성공적인 아웃소싱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3년
까지 총 4,159억 원을 투입하여 LG-EDS시스템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을 맡고 있다.
미국 아웃소싱협회(The Outsourcing Institute)는 1996년도 미국의 아
웃소싱 시장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고, 2001년에는 3,000억 달러
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1997년 일본 통산성의 광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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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소싱(각종 대행업을 포함) 규모는 32조 엔이며, 협의의 아웃소싱(사무
관리, 마케팅 수탁) 규모도 3조 엔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아웃소싱에 대한 통계가 없어 비록 정확한 추계가 어렵지
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분류표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규모를 추
산할 수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최근 추계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
라 아웃소싱 산업 규모는 1996년 말 현재 19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사업
체수 5만여 개, 근로자수 83만여 명에 이른다(표 5-1). 그리고 2001년에
는 사업체수가 9만 2천여 개에 달할 것이고, 근로자수도 431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며, 시장 규모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 우리나라 아웃소싱 관련 산업 규모

사업체수

1990
24,386

1993
35,531 (13.4)

근로자수

192,843

311,018 (17.3)

매출액

4.0

7.3 (22.2)

(단위: 개, %, 조원)
1996
2001(추정)
50,575 (12.5)
92,770 (12.9)
833,721 (38.9) 4,310,542 (27.6)
19.5 (38.8)

100.5 (30.2)

주: ( )는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류재현, ｢우리나라 아웃소싱 현황과 과제｣, IMF경제정보 (98-38), 현대경
제사회연구원, 1998. 11.

흔히 아웃소싱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고 한다. 제1
단계는 기업이 조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해 아웃소싱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지나면 제2단계로 발전하게 된
다. 제2단계에서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있는 전략적 부문을 제
외하고는 외부의 전문 기능을 활용하는 전략적 아웃소싱(strategic outsourcing)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과거에는 제조, 물류 등 단순한 업무
대행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기획 기능이 포함된 전략적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고객 기업과 아웃소서 쌍방이 핵심
역량을 제공하며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코소싱(co-sourcing)으로 발전하
게 된다. 이와 같은 발전 단계를 경계적 아웃소싱(boundary outsourcing), 멀티 아웃소싱(multi-outsourcing) 및 오픈 아웃소싱(ope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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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ing), 코소싱(co-sourcing) 등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나아
가 국제화 시대를 맞으면서 외부 자원이나 기능의 활용 범위를 범세계
적으로 넓히는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웃소싱은 결국 단위기업(module corporate)을 거쳐 가상기업(virtual
corporate)을 등장시키고 있다. 단위기업이란 디자인, 마케팅 등 해당 기
업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외부 전문기업이나 조직에 전략적으로 외주를 주는 기업을 말하고, 가상
기업이란 기업간 제휴를 매개로 하여 자사(自社)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자원을 결합시키는 기업을 말한다.

3. 아웃소싱의 장단점
가. 아웃소싱의 장점
① 아웃소싱은 인소싱(insourcing)할 때보다 고정비용을 줄여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 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일반적으로
도입 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는 비용이 약간 더 들다가 채산분기점을
지난 후 3년 이내에 투자를 회수하고 누적 효과로 흑자로 전환되는 형
태를 보인다.
② 아웃소싱은 핵심역량에 내부 자원을 집중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비효율적 부문에 대한 리스트럭처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③ 아웃소싱은 외부의 전문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내부 인력으로 불가
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④ 외부 전문업체와 코소싱(co-sourcing)을 하여 고객이나 기술 등 관
련정보 및 지식의 공유로 시너지 효과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웃소싱 공급기업이 개별기업
이 과다한 초기투자 등으로 실현할 수 없던 업무를 다수의 기업들이 공
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혜택을 공동으로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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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 시설을 갖추
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⑥ 외부의 중립적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상품검사, 환경평가, 시장조
사, 재고관리, 업무의 표준화, 인사평가 등의 업무는 외부의 중립적인 기
관을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⑦ 벤처기업 등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들의 창업을 용이하게 해 준다.
나. 아웃소싱의 단점
아웃소싱은 활용시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나타난다. 우선 조직 내부
의 요인으로 기밀이나 기술․노하우의 외부 유출이 나타날 수 있고, 조
직 구성원들이 고용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노사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996년 초에 발생한 미국
GM의 대규모 노사분규는 회사측이 부품생산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는 계
획에 반발하면서 발생하였다.
또 조직 외부의 요인으로 아웃소싱 비즈니스가 발달하지 않아서 저렴
한 비용 및 우수한 서비스 능력을 갖춘 아웃소싱 전문업체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해당 분야의 인력과 노하우 등이 상실된다. 특히 소
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장 조사 등과 같이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업
무는 업무진척 상황을 감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신속한 대응이
늦어져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4. 유망 분야
과거 아웃소싱은 전통적으로 외부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분야(물류,
시설관리 등)와 사내에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전문분야(소프트웨어 개
발, 법무, 광고 등), 보조적․주변적 업무에서 외부 기능을 이용하고 있
던 분야(청소, 파일링, 기기보수 등)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인사, 경리 등 관리부문이나 연구개발, 상품기획,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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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선진국 기업의 부문별 아웃소싱 실태
재무회계 총무 인적자원 정보시스템 마케팅 물류 제조 제품개발․설계
미국
일본

18.0
8.0

78.0
41.3

77.0
1)

77.4

63.0
42.0

51.0
2)

27.3

66.0 56.0

-

39.3 28.0

22.0

주: 1) 복리후생(28.7)과 인사노무(28.0), 교육년수(20.7)를 합산한 수치임.
2) 마케팅(5.3)과 영업판매(22.0)를 합산한 수치임.
자료: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Outsourcing : The AMA Survey,
1996.
産勞總合硏究所 雇用情報センタ〡, アウトソ〡シング等社外資源の活用に
關すゐ調査 , 1997.

입안, 생산, 판매부문 등으로 대상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표 5-2).
아웃소싱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해당 분야의 능력
상실, 기업비밀의 유출, 품질 저하 등 많은 위험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
서 기업들은 아웃소싱의 분야 선정과 그 확대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 단
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차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경
향이 있다.

Ⅱ. 아웃소싱의 사례

1. 외국의 사례
가. 전략적 아웃소싱(Stratege Outsourcing)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세계 최대의 신발회사 나이키는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이키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주로 하
고, 대부분의 제조와 광고 등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과 전략적 아웃소싱을 잘 구사하여 최근 성장률 20%를 계속 유
지하고 있다.
전략적 아웃소싱이란 기업 등의 조직이 기존에 하고 있거나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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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는 기능이나 업무에 관해서 ① 경영자원을 핵심업무로 집중 ②
전문성의 확보 ③ 비용의 삭감 등 명확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업무의
설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일체를 외부화하는 것이다.
이때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 핵심역량을 파악
하게 되면, 아웃소싱시킬 업무와 아웃소싱과 반대되는 개념인 인소싱
(insourcing)해야 할 업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아웃소싱과 유사 개념의 비교
① 하청(下請)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다. 제조업자가 부
품이나 제품 제조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발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 포함
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아웃소싱 형태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
획설계 등 업무의 중심 부분이 발주자에게 남는 경우가 많다.
② 도급(都給)은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아웃소싱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이 경우는 발주자가 반드시 전략적이지
는 않다고 할 수 있다.
③ 외주(外注)는 기업의 외부 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아웃소싱과
일치하지만 하청, 업무대행, 도급, 외부로부터의 원재료 구입 등을 포함
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아웃소싱도 외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근로자파견(勤勞者派遣)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인적서비
스이나 스스로 업무의 설계나 운영을 하지 않고 업무 수행과 관리를 전
부 활용기업이 한다는 점에서 아웃소싱과 다르다.
⑤ 컨설팅(consulting)은 업무의 설계나 기획은 하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웃소싱과 다르다. 그리고 컨설팅은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아웃소싱은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컨설팅은 단기적
관계이나 아웃소싱은 장기적 관계이다. 또 스폐셜리스트인 컨설턴트는
고객이 많으나 제너럴리스트인 아웃소서는 깊이 있는 적은 고객을 갖고
있다.
⑥ 업무 대행은 결정된 설계를 기초로 업무의 운영만을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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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웃소싱과 다르다.
⑦ 분사화(分社化)는 기업 내의 일부문이나 기능을 떼어내 별개의 회
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원래 기업내에 있었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모기
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단계에서는 아웃소싱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
분사기업이 모기업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웃소싱이라
할 수 있다. 분사화는 분사기업의 소유자에 따라 경영자가 소유하는
MBO (management buyout)와 근로자가 소유하는 EBO(employee
buyout)가 있다.
다.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고객 기업의 대응
① 사내 기밀과 노하우의 외부 유출
- 기밀을 유출시키지 않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아웃소서의 선택
- 계약조항에 명기하고, 특히 페널티도 포함
- 기밀부분은 아웃소싱 대상에서 제외
② 사내의 전문성과 노하우의 상실
③ 품질관리와 유연한 대응의 곤란성
- 위탁한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배치
- 스케줄 관리 등을 항상 아웃소서와 커뮤니케이션
- 쌍방이 품질관리 등 체크시스템을 구축
④ 근로자의 사기저하
- 아웃소싱 결정을 조기에 충분히 설명
- 사원들의 의식개혁에 노력
라. 행정 아웃소싱 사례
행정서비스의 아웃소싱 효시는 1980년대 후반 영국 정부가 도입한 강
제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이다. 이 제도는 정
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입찰을 의무화하
는 프로그램이다. 지방행정서비스의 블루칼라 업무를 외부 민간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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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화이트칼라업무(급여관
리, 내부감사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영국 정부는 1992년에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에 의해 사회간접자본 프로그램에 행정
의 아웃소싱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 부문의 자산과 서비스 등의
민영화와 공공프로젝트에 민간자금 도입을 목표로 했던 영국 정부의 프
로그램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사업과 행정서비스에 대해 민간기업
의 입찰을 실시하였다.
1989년에 미국 시카고 시는 불법주차 단속을 EDS에 아웃소싱시킨 바
있고, 1995년에는 남호주 주정부(SAG)가 메인프레임과 LAN 등 모든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EDS에 맡긴 사례도 눈에 띈다.

2. 국내의 전략적 아웃소싱의 사례
가. 분사형
1) 휴먼풀(주)1)
휴먼풀(주)의 A 사장은 LG전자 전무이사 출신이다. 한솥밥을 먹던
LG전자 임직원들과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해 1998년 11월에 이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에는 1백여 명이던 임직원이 1999년 10월 현재 3백
여 명으로 늘었다. 또 매출액은 1999년에 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백억 원을 목표로 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LG전자 총무부문이 분사되는 형태를 취했으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 영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휴먼풀 제공서비
스는 업무 대행, 인재파견, 헤드헌팅, 시설관리, 업무컨설팅, 판촉물 및
기념품 구입 대행 등이다. 이 중 기사, 안내, 경비, 시설관리, 선적 네고
등 총무관련 업무는 LG전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LG전자의 각 빌딩간 문서를 보내고 받는 수발 업무도 새로 개척해 대행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재파견 서비스에선 사무직, 비서, 문서수발, 전

1) 한국경제신문 1999년 9월 30일자 44면에서 발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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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담, 서비스콜센터, 전화교환, 텔레마케팅, 번역, 영양사, 간호직 등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 인력은행, 경리학원, 컴퓨터학원, 여
자상고, 전문대학 등으로 인재확보 원천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편 헤드
헌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umanpool.co.kr)를 통해 관련분야 전문
가를 확보한 뒤 원하는 고객사에게 연결해 주고 있는데, LG 외에 5∼6
개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휴먼풀은 인재관련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A 사장은 “고객이 원하는 사람을 재훈련시켜 보내는 것이 사
업 성공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교육은 고객사의 문
화를 사전에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조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인 옷차림이나 행동, 말씨, 근무태도와 업무상식 등이 포
함되며, 회사의 사훈, 경영철학, 분위기 등도 소개된다. 강사는 자체 인
력을 활용하고 있다.
휴먼풀 A 사장은 “고객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라고 털어놓았다. 인재를 잘 찾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성공 포
인트라는 이야기이다.
휴먼풀은 LG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어가면서 다른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는 장기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면
서 신사업본부를 만들어 신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며 21세기 국내
최고의 인력관련 전문업체로 부상할 목표를 삼고 있다. A 사장은 “새로
운 사업에 도전해 보고 싶었던 출범기의 결심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
뀌고 있다”고 강조한다.
2) (주)편리한세상2)
이 회사는 1998년 6월 삼성물산의 복리후생 업무와 일부 총무 업무를
맡아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15명이 퇴직, 일정 지분을 출자해 분
사된 회사이다. 주요 업무분야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휴양소 운영, 사무
용비품 수리, 연금․보험처리, 해외출장 지원, 건강검진, 선물․명함․문
2) 전경련 국제산업협력재단, ｢총무․복리후생업무 아웃소싱｣, 효율적 구조조정
방안 세미나,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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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조화환 수발 등이다(표 5-3). 3년간 삼성물산의 총무 업무를 대행
하기로 계약을 맺어 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다른 회사의 관련 업무를 대
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토대로 업무 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빌딩관리회사와 총무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표 5-3> 주요 업무내용
구 분

업무내용

․주택대부, 우리사주, 귀임여비
복리후생 관련 ․학자금, 의료비, 건강진단, 단체보험, 휴양소, 동호회, 선물,
경조금 및 경조화환 등
총무 관련

․해외출장지원, 주재원 이삿짐․문서수발, 문서이관, 발간실
․명함, 고무인․사무집기 수선 등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인사․급여관련 ․원천징수 영수증․갑종근로소득세 영수증 발급 등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기타

․정보센타

자료: 전경련 국제산업협력재단, ｢총무․복리후생업무 아웃소싱｣, 효율적 구조조
정방안 세미나, 1998. 12.

3) 나래텔레서비스(주)
이 회사는 나래이동통신이 고객서비스 전담을 위해 고객상담인력 600
명을 분리해 1997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현재 전용회선
2,000회선과 600여 명의 전문 상담인력을 갖춘 국내 최대 텔레마케팅 회
사이다.
기존의 단순 고객서비스에 텔레마케팅을 접목해서 단순히 전화로 물
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국내 텔레마케팅의 수준에서 벗어나 데이터베
이스(DB) 마케팅과 DB컨설팅에 의한 고객 취향을 분석․적용하는 선진
국형 텔레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크게 인 바운드 콜(in-bound call) 처리와 아
웃 바운드 콜(out-bound call) 처리로 나누어진다. 인 바운드 콜 처리는
걸려 오는 전화를 받는 수주업무(주문접수, 예약, 제품문의, 청약업무
등)와 상담업무(문의상담, 불만처리, 의견제안접수 등)로 구분된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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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 콜 처리는 전화를 걸어서 하는 판촉활동, 고객관계(연체관리, 고
객관리), 시장 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회사는 사업 첫 해인 1997년 3
개월 동안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나. 자립형
1) (주)한국아웃소싱
이 회사는 1998년 국내 최초로 생긴 총무 업무 종합대행업체로서 공
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을 확보하여 주로 중소기업들의 총무 업무를 대
행하고 있다. 회사 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드는 인건비의 50%
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총무 업무를 수행해 준다.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
신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나 법무사․노무사 등에게 별도로 비
용을 들여 용역을 맡겨야 하는 일도 직접 처리해 준다.
최근에는 창업컨설팅 업무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사업 타당성 검
토에서 회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경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수속
및 절차를 대행하거나 자문해 준다.
전국 주요 도시 및 공단 지역에 5개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개설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위탁업체들로는 텔레마케팅 전문업
체인 엠피씨를 비롯, 태웅실업, 필산업엔지니어링, 대성프리미엄 등 10여
개에 이른다. 또한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가진 일본의 (주)총무부와 업
무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2) (주)한국MATI컨설팅
이 회사는 1998년 8월 공인회계사 6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중소기업
의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위탁처리해 주는 전문업체이다. 회계사들이 주
축이 된 컨설팅 회사는 많지만 아웃소싱 전문업체가 등장한 것은 공식
적으로 처음이다.
실무자들은 모두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기업 경리부나 재경팀에서 하는 업무로 원
천징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업무, 수불부 회계장부, 당좌관리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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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금일정표 등도 대신 작성해 주며 제품원가 계산도 해준다.
고객 회사의 과거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회계시스템을 설
계해 주는 데서 시작해 1주 단위로 컨설턴트를 회사에 파견, 회계 업무
를 처리한다. 또한 매주 공인회계사와 컨설턴트의 세미나를 통해 각 고
객사의 경영 내역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회사를 방문해
경영성과를 상담하고 회계 및 세무 정책 입안도 해준다.
고급 회계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직접 하는 것보
다 값싸게 고품질 회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 회원사 대부분이 연간 매출
액 70억∼80억 원의 중소기업들이고 지역적으로는 반월, 시화, 남동공단
의 입주업체들이 가장 많다.
3) 코리아 인벤토리 서비스(Korea Inventory Service)사(社)
이 회사는 1994년 10월 중순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대형유통업체인
(주)코리아세븐과 계약을 맺고 월 50여개 세븐일레븐 점포를 대상으로
재고조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386PC 기능을 가진 핸디터미널을 이용하여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 결
과를 분석해서 적정재고 산출은 물론 사장(死藏) 재고의 단품별 리스트
까지 제공해 준다.
또한 위치별로 재고를 파악하여 상품의 도난이나 내부인에 의한 유실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참고 데
이터의 제공과 함께 무자료 상품의 반입 등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미등
록상품을 색출해 내는 등 포스(POS:Point of Sales) 시스템의 한계를 뛰
어 넘은 실사(實査)관리까지 대행하고 있다.
4) (株)텔레컴
이 회사는 1995년에 설립되어 현재 5백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비
서 역할을 해주는 비서업무 대행전문업체이다. 매월 30만 원의 회비를
내면 전용 전화와 비서를 배정한다. 회원들에게 걸려온 전화는 전용 비
서를 거쳐 회원에게 동시에 연결해 주는 ‘3자통화시스템’을 이용, 비서와
한 사무실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비서들은 연중무

아웃소싱의 강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김재원)

125

휴(추석-구정 등 4일 제외)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책상과 팩시밀리, 컴퓨터, 인터넷 등 사무기기는 회원들이 공동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일어 등 외국어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
다. 이 회사는 이 밖에도 호텔 수준의 상담실과 회의실도 갖춰 놓고 있
어 바이어 상담용으로 사용한다. 추가 회비를 내면 센터 내에 6∼11평의
단독 사무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운영방침은 사원들의 회의로
결정되며, 월급마저 회의를 통해 각자가 결정한다.

Ⅲ. 아웃소싱의 진전이 노사관계에 주는 시사점

1. 아웃소싱의 진전과 긍정적 파급효과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을 위한 제1단계, 외부의 전문 기능을 활용하는
전략적 아웃소싱의 제2단계, 고객 기업과 아웃소서 쌍방이 핵심역량을
제공하며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코소싱 등 제3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코
소싱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객(client)과 아웃소서 특히 아웃소서
의 능력(정보 보유도, 조달자원 특히 인적자원의 능력 등)이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해야만 가능하다.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는 경우, 개별기업이나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다
음과 같은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첫째, 기업간 효율적인 분업체계의 구
축과 비용절감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즉 아웃소싱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가 변동비화됨에 따라 비용 조정이 가능하고 특히 관
리부문의 경비 절감은 고비용구조의 개선을 가져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미국 아웃소싱협회(1995)의 조사에 의하면 아웃소싱을 한 기업에
서 평균 9%의 경비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뉴비즈니스협의회, 1997 ;
안희탁․김환일, 2000에서 인용).
이와 같이 아웃소싱 활용기업은 경비 절감을 달성하고, 경기변동에 따
른 기업 체질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노하우와 정보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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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중장기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미
국 아웃소싱협회(1995)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18%의 생산능력 향상과
17%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뉴비즈니스협의회, 1997 ; 안희
탁․김환일, 2000에서 인용).
둘째,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1980년대의 장기
불황에 대응, 경비 절감과 주력산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여 1990년대의 고도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 아웃소싱협회에 의하면 미국의 아웃소싱 시장규모는 1996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1년에는 약 3,000억 달러(연평균 26% 신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웃소싱 도입비율은 1997년 현재
9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1998 : 15).3)
셋째,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킨다. 기존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물류, 청소, 식당, 경비 등 비핵심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었으
나 최근에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정보시스템, 영업판
매 등 핵심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아웃소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아웃소싱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핵
심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희탁․김환일(2000)에서는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자 파견의 규제 완화, 아웃소싱 전문업체
의 육성과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 창업자금 지원 및 세제 면의 지원 강
화,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 방지법의 제정, 아웃소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아웃소싱협회의 설립 등을 들고 있다.

2. 아웃소싱의 진전에 따른 노동조합의 위축
이상에서는 아웃소싱의 긍정적 측면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웃소싱
이 진전되면 무엇보다도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즉 자신이 근무하던 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한 경우 근로자들과 해당
3) 안희탁․김환일, 아웃소싱의 이론과 실무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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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된다. 나아가 아웃소싱의 과정에서 인재파견,
전출, 전적, 출향 등의 형태로 기업 밖으로의 인사이동이 행해지는 경우
이들의 근로조건과 신분보장(고용안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4)
시간제 근로제나 변형근로제와 마찬가지로 향후 핵심부문의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점차 확대되고, 나아가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WTO체제하
의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해당 기업은 물론 이들
4) 아웃소싱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고용조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재파견 : 사원을 거래처 또는 자사(自社)의 다른 사업장(파견사업)에 보내
그 거래처 또는 다른 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함.
- 배치전환 : 동일기업 내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종, 직무 내용, 직급, 근무장
소 등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기업내 인사이동의 한 형태를 말함.
- 전출 : 원래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기업의 지휘감독하
에서 근로하는 기업간 인사이동의 형태를 말함.
- 전적 :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자회사, 관계회사, 거래처 등에 재취직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적 전출이라고도 부름.
- 출향 : 기업 밖으로의 인사이동 형태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여 이동회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라 노무를 제공하
는 경우를 말하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일본식 제도임.
- 소사장제 : 좁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근
로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소사장)가 되는데,
대체로 모기업에서 생산설비의 임대와 원자재를 공급해 주고 생산된 제품
의 판매와 세무, 회계, 기타 관공서 업무 등도 모기업에서 대행해 줘 소사
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로서, 동일 사업장 내의 도급생산체제라
고 할 수 있음. 넓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위의 정의를 포함하여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경영방식들,
즉 사내벤처제도, 사내독립채산제, 퇴직사원 협력업체, 동일 사업장 내의
도급생산제, 부서 독립회사 등을 포함함.
- 일시휴업(귀휴) : 일반적으로 불황 기타의 이유로 인해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언젠가는 복
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하며 그 이외에 근로형태를 비정
규근로자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임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파트타
이머) 등의 재계약 중지, 삭감을 일컬음.
- 경영상 해고 :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
해서, 또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복수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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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직장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이러
한 아웃소싱의 확대 추세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
서 이러한 현실 여건을 인정하고 아웃소싱의 확대 경향에 따라 수반되
는 다양한 노동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아웃소싱이
불가피하더라도 근로자의 동기유발과 몰입도를 제고시켜 노사가 서로
승리하는 윈윈(win-win)전략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생산성 제
고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각
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이들 근로자들을 핵심역량 부문에 집
중 배치하는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관심을 갖고 개별기업들이
자신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핵심역량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나아가 다
른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의 코소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신발의 경우 마케팅 및 광고는 A회사가, 디자인은 B회사가,
인체공학적 연구개발은 C회사가, 생산은 D회사가 맡는 등 지금까지의
기업경영방식의 통념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통해 세계
최우량 기업이 되려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기존의 이직-발언권(exit-voice) 메커니즘이 작
동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직-발언권 모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존재는 근로자의 이직률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
는 노조가 없는 경우 종업원들은 근로조건, 임금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관련된 고충을 사용자에게 알릴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한
개인 근로자가 이들에 대해 불평을 하면 사용자는 그의 직위를 낮추거
나 또는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 즉 비노조원 근로자가 그들의 불만을 호
소하는 방법은 회사를 그만두는(exit) 방법뿐이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공적인 채널을 제공
한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하며, 근로자들에
게 발언권(voice)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즉 자신의 일에 불만이 있는 종
업원은 자신의 의견(정보)을 노동조합에 전달하여 노조로 하여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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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언권 모형(voice model)은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에서의 고용관
계에 흥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근로자가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직률이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체의 이직률은 14%였으나,
노조가 결성된 곳의 이직률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결
성된 사업장의 이직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노조결성 사업체의 임
금수준이 높으므로 발언권(voice) 메커니즘이 없더라도 이직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조․비노조 사업체 간
의 보상패키지(임금․부가급여를 포함하는)를 통제한 후에도 노조원의
이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5)
이상의 논의가 시사하는 점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아웃
소싱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 경우 노조의 목적함수인 근로조건개선과
고용안정 중 후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리라는 점이다. 나아가 평생직
장의 개념이 퇴색된 시점에서 직장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의 역할보다도 경영자 또는 회사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
직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핵심역량이 변화
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주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다른
일자리 기회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이 전환기적 위
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아웃소싱이 노사관계에 주는 문제점과 해결방향
이상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아웃소싱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이
5) Richard B. Freeman and James L. Medoff, What do Unions do?, New
York : Basic Books, 1984. ; Richard B. Freeman, “Job Satisfaction and
Economic Variables,” American Economic Reviews, May 197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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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문제점
1) 고객기업의 과잉 고용
아웃소싱이 강화되면 아웃소싱 부문의 기존 근로자들은 과잉 고용으
로 고용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자를 핵심역량
(core competence) 부문으로 이동시키거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출
향․전적을 해서 고용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본인이 원하
는 경우 퇴직하여 아웃소서로 이직하는 것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결정
해야 하며, 분사 아웃소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2) 불안정 고용 근로자의 증가
아웃소싱이 늘어날 경우 불가피하게 고객기업의 정규 고용은 줄어들
고, 아웃소서의 비정규 고용은 증가하게 되어, 고용구조의 열악화를 해
소하기 위한 고용안정이 사회 문제화될 것이나, 문제는 이것이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3) 계약 체결 후 다툼의 빈발
전략적 아웃소싱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민법 제682조)이나 도급계
약(민법 제664조)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일의 완성이 목적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이지만, 대부분 서비스 자체가 목적인 경우이므로 위임계약이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6) 또한 고객기업과 아웃소서 간에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시 전문능력 저하로 실행과 사후처
리에 있어서 잦은 다툼이 생기고 법률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6)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
약이다. 즉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
는 계약이다.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즉 사무
처리에 대해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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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방향
1) 핵심역량 부문으로의 인력이동을 통한 인력보유
기업들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동 부문으로 아웃소싱 대상 부문에 종
사했던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해당 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
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아웃플레이스먼트 활성화와 평생경력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원활한 노동이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과잉 인력을 보유하게 되는 직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장으
로, 생산성과 처우가 낮은 직장에서 생산성과 처우가 높은 직장으로 원
활한 노동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웃플레이스
먼트를 활성화시키고 평생경력관리를 해주는 공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3) 모범 계약 모델의 보급
전략적 아웃소싱의 모범 계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키는 것이 아웃소
싱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나아가 아웃소싱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아웃소싱의 강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노사간의 마찰을 줄이는 방
안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웃소싱의 시너
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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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DR시스템이론과 상생적 고용관계

이 효 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Ⅰ. 서 론

우리는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의 필요성
과 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관계는 협의의 노사
관계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고용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협의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를 분리 접근하여서 안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상생적 고용관계
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지속적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을 포함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장만족도를 개선하고 이에 기초하
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는 고용관계를 말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단일시장 형성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즉 1987년 우루과이라
운드 이후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으로 세계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 혁명에 기초하
여 산업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
에서 기업은 초국가적 경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급속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지식노동력을 지속적으
로 확보하여야 한다.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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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식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이 확립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는 상생적 고용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고용관계 개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
식이 일부 학자, 정책당국자, 산업 현장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Kochan, Katz, and Mckersie(1986)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크
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계의 다양한 실증분석
과 기업의 벤치마킹 등이 이루어지면서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점
에서 인식하기보다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장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전개된 노동자대투쟁
기를 거치면서 기업별노조, 종신고용관행, 연공서열제로 특징지어지는
일본적 고용관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일본 고용관계의 이러한 특징
적 요소들은 3종 신기(三種神器)로까지 불리면서 일본 특유의 협력적 고
용관계를 형성하였다(이효수, 1991 ; Lee, 1991). 일본은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생산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작업장 혁신
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비용 절감, 품질 개선, 효율성 제고 등 높
은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
동차 등 제조업의 여러 부문에서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까지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배하여 왔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종업
원의 참여체제를 바탕으로 한 생산소프트웨어의 지속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당시 영국의 대처 행정부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인식에 기초한 노사관계 정책을 펴
기보다는 단지 분규예방 차원에서 노조 무력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의 일부 기업에서는 단순히 대립적 노사관계의 극복 차
원이 아니라 협력적․참여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노사관계를 개혁해 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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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선진국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고용관
계 수준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의 수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일본은 거품경제의 후유증으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요구되고 있어, 일본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이 속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관계의 한계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기인
한 것이 아니라 거품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폭락에 의한
부채 증가와 수요 감퇴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은 일본적
고용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
력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낮은 수준의 고용관계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생적 고용관
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PDR시스템이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론은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
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PDR시스템이론은 이와 같이 상생적 고용관계
(mutual gains)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생
적 고용관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
을 위한 기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PDR시스템이론’에 의하
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용관계 행위주체들이 경쟁환경과 PDR시스템
들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행하고 그 결과 PDR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고용관계의 성과 수준인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상생적 고용관계의 실현은 바로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의 동시적
제고를 의미하고, ‘PDR시스템이론’은 이들의 결정메커니즘을 밝히고 있
으므로 우리는 이 이론에 기초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Ⅱ장에서 ‘PDR시스템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이론이 왜 상생적 고용관계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 이론으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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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 기초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고용관계 환
경변화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상생적 고용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
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고용관계 행위주체의 고용관계관과 경
쟁환경변수와 PDR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 근본적으로 전
환되어야 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PDR시스템이
론’의 내적 구성의 4차원별로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
략’에 입각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PDR시스템이론 체계에 입각하여 적극적
고용관계관 형성 프로그램,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경쟁환경전
략 프로그램, 동태적 생산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
는 분배시스템 및 룰-메이킹 시스템 구축, 성과의 노사공동 분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기초: PDR시스템이론과 고용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1. 주요 선행이론과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영국의 Webb 부처(1897)와 제도학파 경제학자인 미국의 Commons
(1909)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관한 바탕이론(ground theory 또는 general theory)을 처음
으로 제시한 학자는 Dunlop(1958)이다.
Dunlop(1958)의 노사관계시스템이론은 노사관계의 학문적 발전의 기
초를 제공하였다. Dunlop은 뉴딜 노사관계의 분위기 속에서 그의 이론
을 정립해 나갔고, 그의 이론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강하게 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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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어진 환경하에서 노사관계 행위주체들이 룰들(rules)을 제정 관
리하는 것을 노사관계의 중심적 과제로 보고 단체교섭을 통한 룰의 제
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행위주체들 간에 존재하는 공
유된 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Dunlop은 이와 같이 룰을 노사관계의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
노사관계 분야는 그 특성상 이론의 정립이 대단히 어려운 관계로 그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주목할 만한 이론적 진전이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Kochan, Katz and Mckersie(1986) 등이 노사관
계 이론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1980년대 초반에 5
년간에 걸친 미국 노사관계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이론
(Three-tier Strategic Choices Model)을 전개하였다. KKM은 Dunlop
이론의 정태성을 비판하고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기업내 노사관계를 기능에 따라 전략
수준(long-term strategy and policy making), 단체교섭 및 인사관리 수
준(collective bargaining and personnel policy), 작업장 수준(workplace
and individual, organization relationships) 등 세 가지 수준(three levels)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관심을 전통적인 단체교섭 및 인사관리 수준에서 전략 수준 및 작업장
수준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KKM 이론도 노사관계의 핵심적 분석과제인 노사관계의 대립
구도와 협력구도의 생성과 전개를 해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이론에서 단체교섭 수준에서는 대립적 측면을 지니고 있
고, 전략적 수준과 작업장 수준에서는 협력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2) 그러나 이 이론은 전략 수준과 작업장 수준에서 협
력구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리
1) 던롭 노사관계시스템이론의 유효성과 한계성에 대해서는 Dunlop(1993), Meltz
(1991), Larouche and Audet(1992), Kaufman(1993), 이효수․김태진(1995)
등을 참조.
2) 배무기(1995 :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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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이론은 또한 생산시스템과 분배시스템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상호협력 필요성과 상호이익(mutual gains)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3)

2. PDR시스템이론
‘PDR시스템이론’은 임노동에 의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에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고용관계를 생산․분배․룰의 제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노동자, 사용자,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일체의 관계
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PDR시스템이론’은 한편으로 제도학파의 진화
론적 접근방법을 따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사관계시스템을 인체와 같
이 다단계의 하위시스템들(sub-systems)의 종합(synthesis)으로 이루어
져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하고 있다.4)
‘PDR시스템이론’의 기본 틀이 [그림 6-1]에 나타나 있다. 동 이론에
의하면 고용관계 행위주체들은 환경변수들을 고려하여 생산시스템, 분배
시스템, 룰-메이킹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세 가지 하위시스템의 내용
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고용관계의 성과 수준인 생산성, 유연성, 근로자
의 만족 수준이 결정된다.
‘PDR시스템이론’에서 환경변수는 경쟁환경변수(Competitive Environment)와 일반환경변수(General Environment)로 구분된다.5) 경쟁환경변
3) KKM의 전략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는 Kochan, Mckersie and Cappelli(1984);
Kochan, Katz and Mckersie(1986); 이효수․김태진(1995) 등을 참조.
4) PDR시스템이론에 대한 주요한 포괄적 평가를 원문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
다. Thomas A. Kochan(1995): “Hyo Soo Lee's provocative paper prepared
for this Congress challenges Western industrial relations theorists to tak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employment relations in Asian enterprises
and economies.” Jean Sexton(IIRA 10th World Congress, Tape #013): “a
refreshingly provocative paper as a model based on ‘Humanware’.” Jean
Boivin(the Congress, Tape #019-B): “This model(the PDR Systems
Theory) may be used for not only Asian workplace but also North
American workplace.”
5) Lee, Hyo Soo(1994, 1996b)와 이효수․김태진(1995)에서는 환경변수를 일차
환경변수(Primary Environmental Factors)와 이차환경변수(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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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로서 상품시장, 자본시
장, 노동시장, 기술, 기업규모 및 소유관계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경
쟁환경변수들은 기업들의 상호경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개별기
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경쟁환경변수들에 대한 전략적 선
택행위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PDR시스템들에 대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
화하고 있는 경쟁환경변수가 고용관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이에 비
하여 일반환경변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사회 문화적 환경, 정치상황, 경제상
황 등이 이에 속한다.6)
환경변수는 노사관계 행위주체들의 가치관(values)과 세력관계(power
Positions)에 영향을 미친다. 가치관은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결정하고
세력관계는 유효전략(effective strategies)을 결정한다.
행위주체들의 노사관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조
직전략 등 자신들의 세력관계(power positions)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환경변수들에 대응하는 ‘경쟁환경전략’이고, 또 다른 하
나는 ‘PDR시스템전략’으로서 생산시스템, 분배시스템, 룰-메이킹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다.
우리는 상생적 고용관계(mutual gains)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생산시스템이 왜 고용관계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적인 하위시스템이고 그
것이 분배시스템 및 룰-메이킹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연계되어 있는가를
구명하여야 한다.
PDR시스템이론이 선행이론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시스템을
Environmental Factors)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Lee(1996a) 이후의 논문에
서는 전자를 경쟁환경변수(Competitive Environmental Factors)로, 그리고
후자를 일반환경변수(General Environmental Factors)로 명명하고 있다.
6) Hunter 교수는 ‘PDR시스템이론’에서 환경변수의 이러한 구분이 환경과 노사
관계와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동태적 분석(경쟁환경변수)과 인접 학문과의 학제
적 연구(일반환경변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이론 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IIRA의 노사관계이론 스터디 그룹 세미나와
E-mail을 통한 Hunter 교수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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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PDR시스템이론’의 기본 틀
PDR시스템과 상호작용
경쟁환경

생산시스템
휴먼웨어시스템
고용시스템
행위주체의
마인드-셋
전략적
선택
가치관과
능력개발시스템
세력관계
소프트웨어시스템
하드웨어시스템
일반환경
분배시스템
룰-메이킹시스템

성과수준
생산성
근로자
삶의 질

고용관계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이론체계에 명시적
으로 도입하고 있고, 고용관계를 PDR시스템의 종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점이다. 생산시스템은 휴먼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먼웨어시스템은 인적자원을 창조적 자원으
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6-1]에 의하면, 분배시스템과 룰-메이킹시스템이 마인드-셋
(mind-set)을 통하여 휴먼웨어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휴먼웨어시스템
은 소프트웨어시스템 및 하드웨어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산시스템
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은 분배시스템과 룰-메이킹시스템이 마인드셋을 통하여 생산시스템과 통합되어 하나의 고용관계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시스템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시스템과 최적 결합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과 룰-메이
킹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위시스템들이 최적 결합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노사관계
시스템이 균형상태에 있다고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PDR시스템이
론은 제도학파의 진화론적 접근방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균형
개념은 물리학적 균형(equilibrium)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균형(balance)을 의미한다. 한의학에서 발병은 인체의 하위시스템 상호
간의 균형의 파괴(imbalance)를 의미하는데 PDR시스템이론에서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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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문제의 발생은 노사관계 하위시스템 상호간의 불균형(imbalance)
을 의미한다.
불균형은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난다. 하나는 시스템의 내적 불균형
(system imbalance)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시스템에서 팀제를 도입
하면서 분배시스템에서 세분화된 직무를 기초로 한 직무급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면 팀제의 도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협력불
균형(cooperative imbalance)이다. 사용자가 생산시스템에 대하여 근로자
로부터의 협력을 요구하면서 분배시스템이나 룰-메이킹시스템에서 근로
자와 협력하지 않으면 분배시스템과 룰-메이킹시스템은 물론 생산시스
템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PDR시스템이론’은 다음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생산시스템(휴먼
웨어시스템)을 고용관계이론에 도입함으로써 생산과 분배를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이론은 고용관계 분석은 물론 국민경제에서
생산과 분배의 조화, 즉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미시 수준의 고용관계
분석을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고용관계 분석은 물
론 고용관계 진단체계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셋째, 거시적 고용관계
분석을 위한 미시적 기초와 동태분석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단체교섭을 룰-메이킹시스템의 하나의 하위시스템으로 다룸으로써 노조
가 있는 기업(union settings)은 물론 노조가 없는 기업(non-union
settings)의 고용관계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환경변수
를 경쟁환경변수와 일반환경변수로 구분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동태적 분
석과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3. PDR시스템이론과 상생적 고용관계
‘PDR시스템이론’은 생산시스템(특히, 휴먼웨어시스템을 도입)을 고용
관계이론에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산과 분배를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이 이론은 생산시스템과 분배 및 룰-메이킹시스
템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산시스템이 생산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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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을, 그리고 분배 및 룰-메이킹시스템이 근로자의 삶의 질
을 결정하고,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의 동시적 제고를 상생적 고용관
계로 규정한다면, PDR시스템이론은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개발
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PDR시스템이론은 기본적으로 상생적 고용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특수
이론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분석을 위한 일반이론으로 개발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입각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전략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이 이론의 적용 방법과 적용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
다. 우리는 그것을 PDR시스템이론의 논리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
하고자 한다.
첫째, PDR시스템이론에 의하면 고용관계 환경이 변화하면 고용관계
행위주체들의 세력관계(power position)와 그들의 가치관, 즉 고용관계
관이 변화한다. 고용관계관이 변화하면 조직전략, 경쟁환경전략, PDR시
스템전략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
어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용관계 행위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왜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전략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PDR시스템이론은 고용관계를 단순히 대립관계나 협력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PDR시스템을 둘러싼 대립과 협력의 공존관계로 보고 있
다. 그리고 대립관계와 협력관계 가운데 어느 것이 지배적 관계로 나타
나는가 하는 것은 행위주체들의 고용관계관과 그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
존한다.
상생적 고용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들이 대립적 요소를
극소화하고 협력적 요소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주체
들이 소극적 고용관계관에 기초를 둔 대립적 노사관계전략을 버리고, 적
극적 고용관계관에 기초를 둔 협력적 노사관계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관계관과 전략적 선택의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셋째, PDR시스템이론에 의하면, PDR시스템에 대한 노사의 전략적 선
택과 협력 수준이 고용관계의 성과 수준, 즉 기업의 총체적 경쟁력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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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것은 PDR시스템의 수준이 고용관계의 성과 수준을 결정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적 고용관계를 위한 PDR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PDR시스템이론은 시스템 상호간의 균형(balance)을 대단히 중
요시한다. 혁신적인 생산시스템을 도입하여도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분배시스템과 룰-메이킹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생산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 노사는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
적 선택 과정에서 이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Ⅲ.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

1. 고용관계 환경의 변화와 상생적 고용관계의 필요성
인류는 현재 생산방식, 생산능력, 생활방식, 인간의 삶의 환경이 총체
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
은 기술적으로 정보통신혁명(ICT revolution)에 의하여,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국제간 흐름을 제약하고 있는 모든 장벽의 제거를 추구하
고 있는 WTO 체제의 도입에 의하여 촉발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변
화는 고용관계의 경쟁환경변수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
반환경변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정보통신 혁명과 WTO
체제는 경쟁환경변수에서 세계 단일시장의 형성, 노동시장의 고학력화,
기술의 소프트화, 세계 기업의 출현, 그리고 일반환경변수에서 기술 및
지식산업의 급성장, 정치 면에서 민주의식의 고양, 사회문화적 분위기
(social-culture climate)의 보편성 및 특수성의 동시적 확산으로 인한 사
고방식 및 의식의 변화 등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시킬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편으로 소비자의 기호 및 선호체계가
크게 다양화될 뿐 아니라 급속히 변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교통
및 정보통신 혁명으로 상품 및 용역의 공급자간의 경쟁은 대단히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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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경쟁의 핵심은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소
비자의 선호체계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생산성 못지않게 유연성에서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DR시스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의 변화가 이와 같이 총체적
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고용관계 행위주체들은 PDR시스템들을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위
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의 생산시스템의 신기축을 위한 기본적
전략은 유연생산체제(flexible production system)의 구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세기 말에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세기적 전환은 교통 및 전자
통신 혁명과 유연생산체제를 축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대량생산체제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대량생
산체제가 지배적이었던 환경하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비하여 제품의 수
명이 비교적 길었다. 즉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여러 해 동안 판매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경쟁의 핵심은 비용 절감에 의한 가격경쟁이었다.
대량생산체제하에서 비용 절감은 분업의 원리,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기
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생산체제에서 비용 절감은 물론 품질관리도 소
프트웨어나 휴먼웨어보다 기본적으로 기계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대량생산체제하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수준과
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그 자체로
서는 창조적 능력이 없고 대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연성이 대단
히 낮다. 또한 하드웨어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므로 자본만 있으
면 도입이 용이하다. 하드웨어 스스로가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체제는 본질적으
로 정태적 경쟁체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태적 경쟁체제로서는 급속
한 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생산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PDR시스템이론’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시스템은 고용관계시스템의 주
요한 하위시스템이므로, 대량생산원리를 전제로 구축된 고용관계시스템
은 유연생산원리에 적합하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
유연생산체제하의 경쟁의 핵심적 요소는 대량생산체제하에서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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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드웨어 시스템보다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휴먼웨어 시스템이다. 일
부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유연
생산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생산체제는 동태적 경쟁체제를 확보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으로서 유연성은 높지만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창조적 자원
(creative resources)은 아니기 때문이다.
휴먼웨어 시스템은 인적자원을 창조적 자원으로 전환시키고 창조적
인적자원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은 물론 하드
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휴먼웨
어 시스템은 고용시스템, 마인드-셋, 능력개발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고
마인드-셋은 분배 및 룰-메이킹 시스템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휴먼웨어 시스템이 고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고용관계의
실행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2. 고용관계관과 노사관계전략의 대전환
상생적 고용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대립적 고
용관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고 노사관계를 자발적 협
력관계로 새로이 구축하여야 한다.
가. 소극적 고용관계관과 대립적 노사관계전략
소극적 고용관계관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노사관계를 이해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는 가치관 내지 시각을 말
한다. 고용관계 행위주체들이 이와 같은 소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대립적 노사관계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전통적인
경영권의 고수 및 확대 전략을, 노동조합은 노동권의 비타협적 고수 및
확대 전략을, 그리고 정부는 산업평화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사용자는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분배와 관련된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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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경쟁환경전략은 물론 생산시스템, 룰-메
이킹시스템과 관련된 사항들까지도 고유의 경영권으로 판단하여 노동조
합의 참여를 배제한다. 노동조합도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향상 등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거부한다.
<표 6-1> 소극적 고용관계관과 대립적 노사관계전략
급변하는 경쟁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
소극적 고용관계관
↓
↗경영자→전통적 경영권의 고수 및 확대
대립적 노사관계전략
↘노동조합→노동권의 비타협적 고수 및 확대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정태적 경쟁력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용자는 인적자원의 동태적 경쟁력의 본질을 이
해하지 못하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즉 그들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나 고용관계 개혁을 통해서보다는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통하여 품질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을 실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PDR시스템이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드웨
어나 소프트웨어는 환경변화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것
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략으로는 동태적 경쟁을 할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로부터 쉽게 추격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휴먼웨
어의 수준에 따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개선의 정도가 결정
되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나. 적극적 고용관계관과 협력적 노사관계전략
적극적 고용관계관은 한편으로 노사관계를 대립과 협력의 공존관계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의 창의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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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노사대등의 관계에 기초하여 창의
와 참여와 협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사쌍방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가치
관을 말한다.
적극적 고용관계관은 일반적으로 노사 모두 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내적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경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공유 속에
서 형성된다. 물론 위기 인식이 반드시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위기 인식이 노사대등성 또는 노사공동책임론
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책임론에 기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소극적 고용
관계관이 확산된다.
대립적 노사관계에 있던 미국의 기업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대에 걸쳐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노사 모두 위기를 경험하
게 되었다. 도산에 이를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속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는 이른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길
을 선택하게 된다. 한 그룹은 이러한 위기가 노조의 경영권의 제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노조 무력화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다른 그룹은
노사대등 관계의 이념에 기초하여 노사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창의와 참
<표 6-2> 적극적 고용관계관과 협력적 노사관계전략
급변하는 경쟁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
↓
적극적 고용관계관
↓
협력적 노사관계전략
↓
↗ 창의와 참여와 협력의 극대화
휴먼웨어 중심전략 ↕
↓
↘ 공동선 극대화전략(mutual gains strategies)
동태적 경쟁체제 구축 ↳ (1) 경쟁환경전략
(2) PDR시스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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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협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후자의 노선을 택한 기업들은
<표 6-2>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휴먼웨어 중심전략을 기초로 유연생산체제를 확립하면서
강력한 동태적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유연생산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상황
변화에 생산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하는 동태적 경쟁체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시스템과 하드웨어시스템을 유연체제로
새롭게 구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마인드와 능력을 내포하
고 있는 인적자원을 창조적 자원(creative resources)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휴먼웨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효수(1996)의 노사협력 스펙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을
창조적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휴먼웨어시스템의 수준은 노사간의
협력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발적 협력(induced cooperation) 체
제하에서도 인적자원은 창조적 자원으로 기능하지만 부분적이고 제한적
이다. 그러나 PDR시스템들에 대하여 노사간에 자발적 협력(spontaneous cooperation) 체제가 구축되면 인적자원은 창조적 자원으로서 기능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에 자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분
배시스템과 룰-메이킹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상생적 고용관계
가 실현될 수 있도록 PDR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한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
본 전략
우리는 앞서 고용관계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
하에서 대량생산체제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유연생산
체제가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논구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고용관계관에 기초를 둔 대립적 노사관계는 유연생산체제와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유연생산체제하에서는 동태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기초로 상생적
고용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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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은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DR시스템이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도 PDR시스템의 이론체계를 따라
고용관계 행위주체의 가치관 및 전략적 선택, 경쟁환경전략, PDR시스템
전략, 성과 분석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표 6-3>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한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 기본 전략
Ⅰ. 고용관계 행위주체의 가치관 및 전략적 선택
① 적극적 고용관계관 형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 전략
② 상호신뢰 구축 전략
③ 휴먼웨어 중심전략에 기초한 동태적 경쟁전략
Ⅱ. 경쟁환경전략
① 노사공동 목표의 설정
② 경쟁환경에 대한 노사공동 대응전략
＃국내외 시장의 적극적 개척, 총체적 기술개발전략, 종업원지주제 확대
Ⅲ. PDR시스템전략
PDR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위시스템 상호
간에 균형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PDR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1. 생산시스템(Production System)
① 창의적 휴먼웨어시스템 구축
＃우수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화 전략
＃인적자원의 창조적 자원화(마인드와 능력의 상승결합메커니즘 구축)
→분배시스템 및 룰-메이킹시스템과의 내적 통합
② 혁신적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조직의 유연화(폭 넓은 작업설계와 팀워크), 자주관리와 자주혁신
2. 분배시스템(Distribution System)
① 학습․창조․협력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 구축
②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사회적 분배시스템 구축
3. 룰-메이킹시스템(Rule-Making System)
① 룰 제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② 룰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Ⅳ. 성과(Performances) 분석
① 성과의 노사공동 분석
＃차기의 경쟁환경 및 PDR시스템에 대한 노사공동대응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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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

우리는 <표 6-3>에서 제시한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한 상생적 고용
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을 기초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 프
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적극적 고용관계관 형성 프로그램
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헌신
적극적 고용관계관은 상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어느 한쪽이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쪽이 소극적 고용관계관을 견
지하고 있으면 적극적 고용관계관이 자리잡기 어렵다. 따라서 적극적 고
용관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사 쌍방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헌신이 요구된다. 비
록 근로자가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고 노사공동선을 실현하려고 하여
도 최고경영자가 소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확립해 가는 데 있어 참여 범위의 확대와 성과의
공정 분배는 필수적인데 이것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헌신 없이
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공동선 실현성에 대한 믿음과 장기 비전의 공유
진정한 의미에서 적극적 고용관계관은 관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상생적 고용관계의 실천을 통하여 확립된다. 그런데 상생적 고용관
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행위주체들이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순환 논리적 메커니즘이 상생적 고용관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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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순환논리적 장애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초기적 헌신이 필요하다. 최고경영자는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생적 고용
관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
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창의와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와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념은 행동
을 규제하고 행동은 관념을 구체화한다.
다. PDR시스템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바른 인식
PDR시스템이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PDR시스템들은 고용관계시스
템의 하위시스템들로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즉 생산, 분배, 룰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고, 분배
시스템과 룰-메이킹시스템은 마인드-셋을 통하여 생산시스템과 통합되
어 있다. 생산성 향상 없이 분배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분
배의 개선 없이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
다. 노사 모두 PDR시스템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질
때 적극적 고용관계관이 형성될 수 있다.
라. 쌍방의 존재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상호존중의 생활화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쌍방의 존재가
치를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의사를 견지하여야 한다. 휴먼웨어시스템이
인적자원을 창조적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창조적 인적자원이 동태
적 경쟁을 위한 혁신의 진정한 주체라는 것을 사용자가 바르게 인식할
때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게 된다.
고용안정과 삶의 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이 동태적 경쟁력
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미래지향적 투자 및 지도
력과 근로자의 창의와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노동
조합이 바르게 인식할 때 적극적 고용관계관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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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극적 고용관계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적극적 고용관계관에 기초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메커니즘과 상생적 고용관계의 실적 등에 대한 교육
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PDR시스템이
론 등과 같이 고용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론에
기초한 사례연구에 기초하고 있어야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적 고용관계관의 형성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 상호간의 신뢰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의 실질적 공유, 쌍방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 가치공유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근로자의 참가 차원과 수준을 확대하여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단기
적 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가. 정보의 실질적 공유
노사간에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실질적 공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중 장부나 이중 정보에 기초한 허위 정보의 형식적 제공
은 상호신뢰의 바탕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나. 경영참가의 확대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한 노동자 참가 차원과 참가 수준들이 <표 64>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참가 차원을 PDR시스템 차원에서 성과분석
차원, 경쟁환경전략 차원으로 높이고, 참가 수준을 정보참가 수준에서
협의참가, 결정참가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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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근로자 경영참가의 차원과 수준
참가 차원

참가 내용

참가 형태 참가수준

참가 방법

종업원 지주제
결정참가
노동자 추천 이사제
경쟁환경 투자 및 기술도입 전략 자본참가
협의참가
노사공동 의사결정제
전략
소유구조
경영참가
정보참가
노사협의제
결정참가 노사협의제(생산시스템)
PDR
PDR시스템의 구축과
경영참가 협의참가 단체협약(분배 및 룰시스템
운용
정보참가 메이킹시스템)
결정참가
성과목표 설정과 결과
성과
경영참가 협의참가 노사협의제
에 대한 분석과 대책
정보참가
자료: 이효수(1996), p.234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경쟁환경전략 차원이나 성과
차원의 참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정보 참가의 수
준을 넘지 않는다. 경영환경전략 차원 및 성과 차원의 참가는 상호신뢰
구축과 나아가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생산공동체의 진정한
동반자 내지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인식을 갖게 한다.
다.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단기적 전략
경영자와 노동조합은 모두 장기적 비전에 입각하여 단기적 전략을 구
사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감원 등을 쉽게 행하면
근로자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은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자신의 적극적 노력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고용안정성을 위협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
은 무리한 요구와 투쟁을 하게 되면 경영자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장기적으로 양
보교섭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의 신뢰도 상실하
여 조직력은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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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환경전략 프로그램
가. 경쟁환경에 대한 노사공동대응전략
PDR시스템이론에 의하면 경쟁환경변수에 대한 전략은 주요한 고용관
계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협력적 노사관계는 경쟁환
경전략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는 일반적으
로 경쟁환경전략을 고유의 경영권으로 이해하여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
로 그 전략이 구사된다. 근로자들도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쟁환경 전략
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신기술의 도입 등 기업의 경쟁환
경전략에 대하여 오히려 저항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노사가 적극적 고용관계관을 갖고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고용관계
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경쟁환경전략을 수립하고 이들을 함께 실행해
간다.
나. 노사 공동목표의 설정과 실행
노사가 경쟁환경에 대하여 공동대응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공동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노사가 공유할 수 있
는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공동선을 위한 혁신전략을 바르게 설정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일
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사 공동목표를 성공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참가 차원을 경쟁환경참가 차원으로 그리고 경쟁환경참가
차원에서의 참가 수준을 협의참가 수준 나아가서 공동결정참가 수준으
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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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태적 생산시스템의 구축
동태적 생산시스템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시스템을
말한다. PDR시스템이론에 의하면 생산시스템은 휴먼웨어시스템, 소프트
웨어시스템, 하드웨어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태적 생산시스템은
창의적 휴먼웨어시스템의 구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시스템
의 지속적 혁신을 통하여 구축될 수 있다.
가. 창의적 휴먼웨어시스템 구축
창의적 휴먼웨어시스템은 마인드와 능력의 상승작용 메커니즘의 구축
으로 인적자원을 창조적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휴먼웨어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먼웨어시스템은 고용시스템, 마인드-셋
(mind-set), 능력개발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다. 창의적 휴먼웨어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시
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의적 휴먼웨어시스템의 요체는
마인드-셋인데 학습․창조․협력 마인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
지만 교육․훈련을 통하여 발현될 수 있고, 이러한 마인드의 수준은 기본
적으로 분배시스템과 룰-메이킹시스템의 내용과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창의적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와 능력의
최적결합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능력개발시스
템이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능력개발시스템은 교육훈련시스템과 적
응시스템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교육․훈련은 훈련 목적에 따라 마인드
-셋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신교육과 전문기술․지식․직무수행능력을 제
고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
육․훈련이 극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활동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
이고, 교육․훈련의 효과는 느리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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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효과는 경쟁환경전략의 구사 과정에서나 PDR시스템의 운용 및
개혁 과정에서 대단히 폭넓게 그리고 크게 나타난다.
적응시스템은 배치전환시스템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있
다. 배치전환의 전통적 목적은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직
무에 배치함으로써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고, 한국의 대부분의 기
업에서는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인사권에 의
한 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노동강도 안배 차원에서 배치전환을 하기도
하여 왔다. 그러나 배치전환은 능력개발과 마인드-셋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배치전환은 한편으로는 능력개발 효과
의 확산을 위하여 OJT의 삼투압작용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팀의 동료와 협력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노동시장 개발이 효과적이다. 내부노동시장은 조
직에 이미 확보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
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한국
의 전통적인 인사관리상의 배치전환은 노동공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수요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수요자는 물론 노동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
은 근로자로 하여금 원하는 직무를 같이 일하기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학습마인드와 협력마인드를 제고시
킬 수 있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과 종업원의 직무만족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공개된 형태의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은 성공하기 어렵다. 즉 우리의 사
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공개적으로 신청했
다가 성공하지 못하여 현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동
료들도 그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삼성전기가 1996년에 시도한 ‘사
내직업소개소’의 운영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내부노
동시장의 장점을 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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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적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시스템은 조직과 작업장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통적
인 대량생산체제의 조직은 첫째 피라미드형인 다단계의 수직적 관리조
직, 둘째 직무의 세분화와 표준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조직에서
는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구상과 실행이 철저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와 참여가 실현될 여지가 없다. 작업자는
세분화되고 단순화되어 있는 직무를 표준화되어 있는 매뉴얼에 따른 반
복수행을 통하여 작업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의미에서 숙련도를 제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환경은 유연생산체제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조
직과 작업장 관행을 개혁하여야 한다. 즉 창의적인 휴먼웨어시스템이 기
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 혁신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장 관행을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 전통적 피라미
드 조직을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
무 확대와 자율작업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이
나 한국 등 선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적 작업장 관행
으로 6시그마, 제안제도, QC, 문제해결팀 등을 들 수 있다.
혁신적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혁신에 의존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소프트웨어시스템은 도입 비
용이 저렴하고, 다른 시스템과 쉽게 조화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벤치
마킹을 통하여 혁신적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새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은 휴먼웨어시
7) 삼성전기는 최근 사내 PC통신망에 ‘자기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 사원 본인이
개인 PC를 이용해 직접 경력과 희망하는 직무를 입력하면 이를 접수한 인사
팀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찾아 연결해 주는 직무 중매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직무 변동시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될 뿐만 아니라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전환배치 할 때까지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 직무
변경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기에
의하면, 이 시스템이 개설 2주 만에 5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직원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199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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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분배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5. 공정한 분배시스템의 구축
가. 경제적 분배시스템
경제적 분배시스템의 핵심은 임금체계이다. 임금체계를 새롭게 구축
할 때는 연공급 체계에서 연봉제 또는 직능급체계로의 전환과 같은 단
선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임금체계는 마인드-셋을 통하여 생산시스템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시스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은 또한 노동력 특성, 조직 특성,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학습마인드, 창조마인드, 협력마인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정치적 및 사회적 분배시스템
권한의 이양(empowerment), 구상과 실행의 결합 등을 통하여 직무수
행 과정에서 창조마인드와 협력마인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조직 개편이나 직무 확대와 같은 소프트웨어시스템 개혁
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사회적 분배시스템은 근로조건, 부가급여, 고충처리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사회적 분배시스템은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적극적 고용관계관
형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
사는 사회적 분배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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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한 룰-메이킹시스템의 구축
가. 룰 제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룰의 제정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가 참여하여 룰을 민주적으로 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노동통제나 규제 위주의 룰
제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무조건적 보호의 관점
에서 조직 발전에 명백하게 유해한 룰의 제정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개
인과 조직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 룰의 제정에 동참
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합원의 권익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 룰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룰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구
성원들이 인사고과나 상벌의 결과 등에 대하여 내면적으로 승복하지 않
는다. 이것은 조직 내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확산시키고 협력
마인드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7. 노사공동 성과분석 프로그램
노사공동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과에 대한 노사
공동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것은 당기(當期)의 노사공
동 목표설정에 대한 결산 과정이며 차기(次期)의 공동목표 설정은 물론
경쟁환경 및 PDR시스템에 대한 노사공동 대응전략 논의의 출발점이다.
효율성, 품질, 유연성, 종업원 만족 수준 등 노사가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들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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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우리는 노사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환경의 특성을 속도성
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 내지 사회로 규정하였다. 이
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휴먼웨어시스템 중심의 동태적 경
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동태적 경쟁체제의 구축은 노사공동선전략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
본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 전략들은 PDR시스템이론의 4차원에 따라
고용관계 행위주체의 가치관 및 전략적 선택, 경쟁환경전략, PDR시스템
전략, 성과 분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고용관계 행위주체들
이 적극적 고용관계관에 기초하여 협력적 노사관계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노사공동목표의 설정, 경쟁환경
에 대한 노사공동 대응전략의 구사, PDR시스템의 혁신, 성과의 노사공
동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PDR시스템이론에 기초한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에 입각하여 상생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의 적극적 고용관계관 형성이 필요하고 이
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적극적 고용관계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신뢰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실질적 공유, 참여의 극대화, 장
기적 비전에 입각한 단기적 전략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한다.
넷째, 노사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환경에 대한 노사공동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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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창의적 휴먼웨어시스템과 혁신적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분배시스템에서의 공정성, 룰 제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룰 집
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성과에 대한 노사공동 분석 및 평가를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PDR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어느 한 제도의 부
분적 도입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
도를 개발하거나 도입할 때 반드시 PDR시스템의 상호작용 과정과 효과
를 분석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생적 고
용관계 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개별기업의 경쟁환
경변수, 행위주체의 특성과 가치관, PDR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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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노동자 경영참가 모형의 모색

배 진 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서 론

국가와 기업의 민주적 발전의 문제는 기업 수준에서는 결국 민주적
노사관계, 즉 산업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수준에서의 산업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활동으
로 나타나며, 만약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기업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실
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시장자유주의의와 민주주의의 상충관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민주적 발전은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이지만 그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경제상황에서
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업경영에 노동자들의 경
영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들에서는 Kochan, Katz & Mckersie(1986)가
분류하는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노사협력 및
노동자들의 경영의사결정 참가는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다는 점이 발견
된다. 이는 기업들의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노사
관계의 주체들이 이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아직 능동적·적극적·협력적
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보다 현실적합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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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사관계체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에 기초하여 생
산적인 산업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노동자 경영참가 모형을 모색해 보고
자 하는 시도이다.

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 구조와 변동

각 경제주체별 이익대표의 어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노
사관계는

노동운동의 응집력 또는 노 사 정의 세력 균형,

결정에의 노동조합 통합의 범위,

경영의사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정치적 구조

국민경제의 총체적 부가가치 확보 능력 등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처한 상황과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래에서
는 이를 간단히 살펴본다.

1. 노·사·정의 세력 균형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결성으로 1998년부
터 다시 약간 역전되고는 있으나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1989년의 23.3%
이후 급속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 현재 14.6%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도의 노동조합조직률은 그 절대 수준이 낮기도 하
지만 앞으로 하향추세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견지하고 있으며 상부단체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력과 통제
력이 약하고 기업별 노동조합들도 상부단체의 노선을 따르려는 귀속력
이 일반적으로 약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변환
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2002년 6월 말 현재 민주노총 소
속 조합원(602,239명)의 약 41.1%(247,458명)가 24개의 업종별 혹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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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1)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중 약 13만 명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점차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통합하여 재편하겠
다는 중장기적 조직 방침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산
업별·업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들은 산업별 혹은 업종별 교섭
을 실천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금속산업 및 병원을 제외하면 다른 업종별 노동조합(손해보험노동조
합, 과학기술노동조합, 연구전문노동조합, 농협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
합(대학노동조합, 언론노동조합) 등은 주로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업종
별 공동교섭을 시도하여 대부분 대각선교섭으로 타결을 짓는 양상을 보
여왔다.
금속노동조합은 124개 사업장 중 91개(73.4%)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
구성, 조합비 일괄공제 등이 포함된 기본 협약을 체결했고 보건의료산
업노동조합도 90여개 사업장 중 50여 개(55.6%)에서 노동조합이 원할
경우 산별교섭에 응한다 는 단협조항을 얻어내 산업별 교섭을 위한 기
초를 준비해 두었다고 할 수 있다(배규식, 2002).
그렇지만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이행은 노동운동의 발전이
상향추세를 보이거나 노동조합 조직화의 극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해진 국제경쟁이나 시장경쟁에 대한 수세적 입장으로 경쟁
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분야, 즉 건설, 병원, 언론, 대학, 연구기관 등 공
공부문이나 공공서비스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가운데 산업별·업종별 노조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만 살펴보아도 건설운송노조, 과학기술노조, 연구전문노조, 발전노조(지
부 5개, 6,000명), 금속노조(지부 156개, 조합원 37,006명), 대학노조(지부 95
개, 8,000명), 보건의료산업노조(지부 120개, 조합원 37,854명), 농협노조, 생명
보험노조, 손해보험노조, 증권산업노조, 축협노조, 언론노조(지부 50개,
14,000명), 전교조(지부 16개, 조합원 87,996명), 전국택시노조, 학습지노조, 선
원노조, 운송하역노조 등이 있다.
2) 한국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는 금융산업노조(29개 지부, 114,000명)와 한교조
(조합원 18,337명) 등 약 13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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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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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동조합의 경영에의 참여 협력의 정도
노동운동의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이나 노동
자대표기구가 기능적으로 기업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3)
되어 있다면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생산적인 산업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에 있는 우리나라 5대 재벌 소속 기업들의 노사관계, 그 중에서도 노동
자 경영참가의 실태를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을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는 물론이고 5대 재벌 소속 대기업들 역시
Kochan, Katz, & McKersie(1986)(이하 KKM)가 분류하는 장기전략수
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노사협력 및 노동자들의 경영의사
결정 참가는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치열한 세계경쟁과 이
3) 경영의사결정에의 노동조합 통합이란 기업내에서 새로운 작업조직의 형태와
도입의 진행 속도에 관한 실제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 재조정(work
reorganization) 계획에 관한 경영진과의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공장평
의회(works council) 등 노동자 조직의 실질적인 참여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T urner , 199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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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세계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개별기업의 수
준에서 좀더 적극적인 생존전략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기업의 인수·합
병, 분사, 공장의 해외이전, 외주, 업종전환 등으로 경영전략의 수정 또
는 변화를 훨씬 과감하고 빈번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러한 노사관계 실태는 노사관계의 주체들이 경
제적 환경변화들에 대하여 능동적·적극적·협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KKM의 단체교섭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수단으로, KKM의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
현장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작업현장 수준에서는 고충처리 분야가
특히 그러하였다. 이는 장기전략 수준과 작업현장 수준의 의사결정 참가
에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정도의 강제력과 이행의무가 따르는 방식은 사
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따라서 노조가 조
직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자 참가의 한
형태로서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들어서부터 노조 조직률이 빠르게 하락하

여 실제 대부분의 중소사업장들은 실제 단체교섭보다는 노사협의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대부분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단체교섭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노사의 협상당사자들이 서로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1997년의 노

동관계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의결사항이 신설되
었으며, 법 위반의 경우 벌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기업경영 의사결정 참가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별기업들의 기업경영 의사결정에서 좀더 대립적인 분위기인 단체
교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분리형4)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
자 경영참가 방식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4) 이 분류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분류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단체교섭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노사협의회 운영 유형을 분리형, 연결형, 혼합형(대체형)으
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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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경영의사결정에서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통합은 아
직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앞으로 실정에 맞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창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3 .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
성의 실질적 증대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은 1997년과 1998년에
와서 복수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삼권
관련 법제화 등으로 노동기본권이 상당한 정도 신장되었지만 아울러 정
리해고 허용, 변형근로·탄력근로·파견근로·파트타임근로 허용 등 노
동시장 유연화 조치 또한 강화되어 과거 개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
한 규제와 보호 패러다임이 탈규제와 유연화라는 자유주의 패러다임
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경제
위기의 경험과 이러한 노동법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상당히 증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경수(2001)는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
에서는 고용의 창출과 소멸, 경제활동상태간 노동력 이동, 근속기간의
감소 및 실업기간의 단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역동성은
증가? 하였지만 이것이 주로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어
났으므로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완화의 결과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1997～98년간 진행된 경제위기 상황과 노동
관계법의 개정,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진행된 구조조정과
대기업에서의 정리해고 실시 등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강하
게 자리잡고 있었던 평생직장 개념을 퇴색시키고 임시·일용직 노동자
의 일정 형태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크게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한편,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 발전방안 결정 과정에 교수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2001년 11월 10일 전국 113개 대학의 1,004명 교수로 구성된 전국교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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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도 조직되었다.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사항들 중의 하나였던 공무원노동조합 결성
에 대하여도 정부는 금년내 입법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발표
한 바 있다(행정자치부, 2002. 9. 17). 공무원조합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은 제외)만 인정되며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
위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내에 입법을 추진하되 이
법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충분한 적응 기간과 실
무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 시기를 법 제정 3년 후인 2006년으로 하고 있다.
노사정간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5)가 발족하여 코퍼러티즘적 노사관계시스템
<표 7- 1> 노사정위원회 회의체별 주요 업적 및 200 2년 과제
2001년 주요 업적

노사관계
소 소위
위
원
회 경제사회
소위
공공특위
특 금융특위
별
위
원 근로시간
회 특위
비정규직
특위

2002년 중점과제
공무원노조 관련 합의 도출
공무원 및 교수노조, 필수공익 필수공익사업 범위, 노동쟁의제
사업 입장 조율
도 개선
운수사업 근로시간 단축
기업연금제도 논의 확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퇴직금제도 개선 포함)
학습기금에 관한 합의
사회보험제도 보완
우리사주제도 보완
직업훈련제도 개선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관련
철도 등 민영화 갈등 해소
합의 도출
우리금융지주회사 기능 재편
금융근로자의 재교육방안 마련
갈등 완화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합의 도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익위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원의 제안
후속조치 마련
기간제, 파견근로에 대한 합의
주요 쟁점의 입장 조율
도출

자료: 노사정위원회, 2001년도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 2002. 1, 23쪽.
5) 노사정위원회는 IMF 자금지원을 받는 경제위기 기간 중에 노사간의 주요 현
안들을 다루기 위해 1998. 1. 15 제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이후 1998. 6. 3 출
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9. 5. 24 노사
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99. 9. 1
이 법에 근거하여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식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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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지만
(표 7- 1 참조) 코퍼러티즘적 노사관계의 전통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시스템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합의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완강한 반대 자세를 견지하거나 협의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실질적으
로 그 일방에 의한 거부권이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기 때문
이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결정되거나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사항들까지 협의에 부쳐져서 그 결정권이 마치 입법기관의 그것보다 상
위에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쟁점까
지 합의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
였다.

Ⅲ.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노사관계 결정요인들과 함께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
는 여러 가지 환경상의 변화들도 노사관계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국제경쟁의 격화와 경제 불안정의 증대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도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6) 무역거래 및 자
본이동의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어 이것
이 앞으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므로 기업으로서
6) 실물 면에서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수출입거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59.7%(1991), 58.5%(1992), 56.6%(1993), 58.3%
(1994), 63.7%(1995), 65.1%(1996), 73.0%(1997), 91.0%(1998), 81.7%(1999),
90.3%(2000), 87.2%(2001)로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1997년경부터 우리 경
제의 대외개방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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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 주요 물가지수 추이

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림 7-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소비자물가는 최근까
지 생산자물가나 수출물가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는 <표 7- 2>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기
업들의 지불능력을 크게 상회하도록 하는 압력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표 7- 2>에 의하면 공업부문 노동자들이 시간당 명목임금상승률로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 +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크기(1986～2001년 연평균 15.6%)가 실제 이 부문 기업들
의 지불능력 상승률이라 볼 수 있는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증가율 +
생산자물가상승률의 크기(1986～2001년 연평균 12.0%)보다 상당한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생산자물가상
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차이에 기인한다. 주지하는 대로 생산자물가
지수에는 서비스생산물의 가격이 편제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가 주로 서비스가격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주로 소비자서비스생산물의 물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다음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로자
생계비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시키고 이것이 공업 부문 또는 제조업 부
문 기업들의 지불능력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명목임금상승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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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 > 실제 명목임금상승률과 공업부문 기업의 지불능력상승률 추세 비교
(연평균상승률 %)
시간당 소비자
면목임금 물가
(A)
(B)

노동생산성
생산자
근로자 기업의
물가
요구기준
지불능력
상용 부가가치
(C) 근로자(D)
(F
=B+D)
(G=C+E)
(E)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5.7
11.4
19.5
27.6
24.4
18.8
16.9
11.3
14.6
9.2
13.3
7.9
- 2.7
7.0
10.2
5.8

2.7
3.0
7.1
5.7
8.6
9.3
6.2
4.8
6.2
4.5
4.9
4.5
7.5
0.8
2.3
4.1

- 1.4
0.4
2.7
1.5
4.2
4.7
2.2
1.5
2.8
4.7
3.2
3.9
12.2
- 2.1
2.0
1.9

8.3
7.3
10.0
7.5
12.7
13.9
11.3
8.8
9.6
10.2
12.2
14.9
11.7
16.7
9.7
4.2

7.1
7.1
8.5
8.5
10.2
12.3
9.4
8.6
9.4
8.9
10.6
14.6
12.2
10.1
7.8
3.7

11.0
10.3
17.1
13.2
21.3
23.2
17.5
13.6
15.8
14.7
17.1
19.4
19.2
17.5
12.0
8.3

5.7
7.5
11.2
10.0
14.4
17.0
11.6
10.1
12.2
13.6
13.8
18.5
24.4
8.0
9.8
5.6

1986～01
1987～96
1999～01

12.3
16.6
7.7

5.1
6.0
2.4

2.7
2.8
0.6

10.5
10.3
10.1

9.3
9.3
7.2

15.6
16.3
12.5

12.0
12.1
7.8

주: (A)열의 수치들은 시간당 기준으로 공업부문 상승률임. 여기서 공업부문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을 합한 것임. (D)와
(E)열의 수치들은 광업, 제조업, 전기업을 포괄하는 수치임. 특히 (D)는
상용근로자의 물적 노동생산성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 勞動統計 , 2002.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각년도.

수 있다는 것이다. 표에 따르면 실제 1996년까지는 공업부문 명목임금상
승률(연평균 16.6%)이 기업의 지불능력상승률(연평균 12.1%)을 크게 상
회하여 특히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나 경쟁력 약화가 크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추세가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들 중의 하나
를 형성하였을 것이며 1997～98년의 임금상승 둔화 또는 임금하락, 따라
서 빠른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회복은 그에 대한 일종의 강한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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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부터는 정도는 약하지만 그 추세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고 있다.

2 .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IMF 자금지원을 받는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
배구조 및 경영 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노사관
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대규모 기
업 집단(재벌) 소속 계열회사에게는 출자총액 제한이 시행되고 부채비율
의 축소도 강력하게 권고되었다. 중앙은행도 경영에 실패한 부실은행들
을 무조건 지원하던 과거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였으므로 금융기
관들의 대출 관행이 신중해졌으며, 도산의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금융기
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주주의 권한(대표소송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장부열
람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강화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포
함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립되었으며 공개 요건이 좀더 강화되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999년 9월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회는 지배주주와 함께 회사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며 집행하는 단순
한 집행기구가 아니라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사업계획 및 예산
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 심의, 회계 및 재무보
고 체제의 감독 등을 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감독하
는 감독기구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다(김재구·노용진, 2000. 2). 이제
기업은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경영성과를 올려야만 하는 주주중심주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노사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여러 가지 경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노사관계에 유리한 조건으로 영향
을 미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의 심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자의성이 줄어들고 종래의
과다차입 관행이 시정된다면 기업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질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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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 >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공기업

계

획

실

적

한국통신

- 1998년도에 계획한 DR 발행
-해외DR 발행(정부지분 13%)
은 1999년에 일부 수정
-전략적 제휴 추진(지분 15%
-전략적 제휴 추진 및 지분
매각)
매각 지체

담배인삼공사

- 1999년 상반기 매각(정부지 -해외매각 실패
분 25%)
-국내에 일부 지분 매각

포항제철

- 1998년 해외DR 발행
-산업은행 잔여지분 매각

한국전력

- 1998년도에 계획한 DR발행
-해외DR(정부지분 5%) 발행
은 1999년에 수정
-열병합발전소(안양부천) 매각
-발전소 매각 진행중(지체)
-발전부문 자회사 분리후 발
-한전민영화 관련법 국회통과
전 자회사 1개 매각 추진
실패

한국중공업

- 1999년 상반기 경쟁입찰 실시

-빅딜 지연으로 연기
-입찰방안 등 계획 수정

가스공사

- 1998～99년 증자

- 2000년으로 연기

한국종합화학

- 1999년 상반기 매각

-입찰참가자 없어서 지연

- 1998년 해외DR 발행 성공
-매각 실패

대한송유관공사 - 1999년 하반기 주식가치 평가 -진행중
자료: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00. 8, 229쪽.

업경영에서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수익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면 노사간의 심각한 갈등은 이제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신의 폭도 훨씬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잠재적 갈등요인이기도 하지만 민간부문 기업들에
게는 장기적으로 노사관계를 더욱 협조적으로 만들고 효율화·안정화시
킬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구조조
정과 경영의 효율화 추구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사갈등 요인의 한 가
지로 등장할 수도 있다. 사실 저간의 공기업민영화추진 과정(표 7- 3 참
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노사분규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급속하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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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4 > 기업의 소형화 추세
종업원수 규모
1993
1998
1 ～ 4명
28.3
34.4
5 ～ 9명
9.0
9.5
10 ～ 49명
21.1
21.1
50 ～ 99명
8.5
8.2
100 ～ 299명
10.5
10.3
300 ～ 499명
4.0
3.6
500 ～ 999명
5.0
4.5
1,000명 이상
13.6
8.3
전 체
100.0
100.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호 기준

2000
34.2
11.4
23.8
8.9
9.7
3.3
3.5
5.2
100.0

형화되고(표 7- 4 참조) 네트워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
업들은 이제 핵심역량을 갖춘 부문과 인력만을 유지하면서 주변적인 업
무와 인력은 네트워크 형태로 외주(out sourcing )에 의존함으로써 조직을
정예화·소형화하고 보조적인 기능들의 유지 비용은 가능한 한 절감하
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3 .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핵심역량 중요성의 증대
오늘날 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
불어 대부분의 국민경제들이 하나의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세계화경제
(global economy)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동, 운송, 통신 등의 기
술 발달은 지구상 어디에서든 또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경영
상황을 구축하고 있다. 또 세계화경제는 T hurow (1996)의 지적대로 자연
자원 부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인공적 지력산업(man- made brainpower industries)의 시대로의 이동이라는 특징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
다.7)
7) 상황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기업에서 특히 중요해
지는 것은 지력의 확보와 핵심역량의 축적이고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복
합적인 프로세서 기술일 것이다(Thurow , 1996 : 68～69). 최근 제조업에서 과
거 포드주의 공장의 특징이던 특수한 단일 목적의 대량생산 설비가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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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세는 아울러서 경제적 불안정성도 크게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기
업에게는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 인력의 확보와 효과적
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작업조직의 재
구성과 권한 부여, 동기화, 고충처리 등 작업현장 차원의 노사관계에서
의 노동자참가와 노사협력의 필요성을 과거 어느때보다 더 강하게 요청
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국내외적 전문경쟁사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
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해당 업종 전문분야에의 최적화 노력,
다양해진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특성별 차별화전략의
성공적 구사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창의
적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나아가서 기업경영에의 노동
자참가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에 관한 선진국들(특
히 미국, 일본)의 최근 경험들도 주요 기업들의 성공에는 고용보장, 공동
노력, 공개적 커뮤니케이션, 권한의 이양 내지 공유, 헌신적 노력, 교
육·훈련, 인내심, 노사간 상호신뢰 등을 바탕으로 참여·협력적인 노사
관계의 확실한 구축이 그 이면에 숨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 노동시장의 변화 :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의 확대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노동
시장에서의 급격한 일자리 구성의 변화이다. 1998～2001년 사이 노동시
장에서의 일자리 변화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첫째, 공업부문 일자리는 정체되고 서
비스업의 일자리는 크게 확대되어 2001년에는 각각 27.4%(1998년 27.8%)
와 62.4%(1998년 59.8%)가 되었다. 특히 공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
기계도구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복합업무 수행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 설비
로 바뀌고 있는 것도 동일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조직전
략과 인력관리정책도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의 한 축이다. 수평적인 다부서
팀조직 채택 등 혁신적인 조직변화(노동자 작업위치의 조정, 노동자 책임의
새로운 정의 등 포함)나 노동자가 획득한 숙련기술 수준에 기초한 보상체계
도입도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제조시간 단축, 신제품 개발에 엄청난 효과
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lgrom and Robert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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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스·수도업)부문에서 상용직 남성 일자리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상용직 일자리는 정체하고(0.7% 증가) 임시·일용직의 일자리는
크게 확대되었는데 일용직 일자리는 1998～2001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29.0% 증가하였으며, 임시직 일자리는 1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셋째, 비임금노동자는 경제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왔음에도
계속 견조세를 유지하여 2001년 현재 아직까지도 전체 노동자의 37.6%
정도를 점하고 있다. 넷째, 성별로 볼 때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는
특히 남성 일자리가 급감하였으며, 여성 일자리는 농업, 광업, 건설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직종별로 볼 때 전문가, 서비스·판매직, 장비운전·조립
공(operator ) 일자리가 급증하고, 농림어업직, 사무직, 기능원(craft ), 단
순노무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일
자리의 여성화·서비스화·임시·일용직화는 당연히 노동조합 조직률의
빠른 하락과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보급(표 7- 5 참조)도 제조
업을 더욱 빠르게 위축시키고 경제를 서비스화시킬 것이다. 흔히 그렇듯
이 서비스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한다고 보면 서비스 소비가 더 필
요한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빠른 임금상승이 필요할 것이며, 그 속도는
흔히 공산품물가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잘 들어 줄 수 없는 부문, 특히 국제경쟁이 심한 제조업부문 중
<표 7- 5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상황(20 0 2년 8월 현재)
구 분
100～299
300～499
500～999
1,000명 이상
전 체

조사대상 기업
3,380
569
413
291
4,653

(개소, %)
주5일 근무제 실시기업
154 ( 4.6)
47 ( 8.3)
50 (12.1)
33 (11.3)
284 ( 6.1)

주: 2002년 2월에는 주5일 근무제 실시기업이 총 191개소(4.1%)였음.
자료: 노동부, 노동뉴스 , 200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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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세기업들은 과거의 임금 수준으로는 노동력을 점점 더 구하기 어
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퇴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므로 주 5
일 근무제는 자칫하면 제조업의 공동화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노사관계의 환경적 변화를 간단히 개관하였지만 결국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재의 모습은 T urner (1991)의 이익대표 양식의 측
면에서 살펴볼 때

공공부문 소속 또는 재벌그룹 소속 대기업들의 기

업별 노동조합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
급단체의 하급단체들에 대한 통제력이나 대기업 이외의 부문까지를 포
함한 전반적인 역량 면에서의 노동운동의 응집력은 크게 취약하고,
경영의사결정에의 노동조합 통합의 범위도 일부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
는 그렇게 넓지 못하며,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은 1997년과 1998

년에 와서 복수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
삼권 관련 법제화 등으로 노동기본권은 상당한 정도 신장되었지만 아울
러 정리해고 허용, 변형근로, 탄력근로, 파견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
화 조치 또한 강화되어 과거 개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와 보
호 패러다임이 탈규제와 유연화라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급속한 노조조직률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의 환경 속에서의 취약한 기업 부가가치 확보

능력이 근로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의 패러다임으
로의 대체를 더욱 거세게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지
배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소형화·네트워크화, 노동시장 일자리의 여성
화·서비스화·임시·일용직화, 그리고 주5일 근무제의 보급 등도 노동
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거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큰 변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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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참여·협력의 노사관계 모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들
은 결국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국제경쟁력과 산업민주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작업조직,
우리나라 경제상황 및 노사관계 상황에 정합적인 노동조합체제, 인적자
원개발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구축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
하다.

1. 고성과생산체제와 경영참가
미국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고성과생산체제(High Performance
Working System : HPWS)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
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산업민주주의를 확장해 나
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작업시스템으로 이해
할 수 있다(졸고, 2001b). 그렇지만 고성과생산체제나 산업민주주의도 자
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
해서는 당연히 이것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위 고성과생산조직(HPWO)은 산출량과 품질 면에서 기존의
다른 작업조직들보다 훨씬 생산적인 것처럼 보였다(MacDuffie, 1995 ;
Ichniowski, Shaw & Prennushi, 1997 ; Appelbaum et al., 2000). 이는
그것이 노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며(예컨대, 생산과정에 직접 품질
관리 착상을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별도의 품질관리부서의 필요성을 제
거함으로써), 노동력의 착상과 창의성에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새로운 고숙련·고참여 작업장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는 이론들은
노동자 개인들과 작업집단의 노력과 동기화(흥미 유발, 자아 실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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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그리고 정보 소통 등을 통하여)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들이 더 열
심히 일하게 된다는 의미를 제시하는 이론들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구
조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로 요약된다. 그리고 실제 적절한 인
적자원관리정책들과 병행되는 경우 혁신적인 고성과 작업관행들은 전통
적인 체제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량과 품질 개선을 이루어냈
다는 것이었다(Ichniowski, Kochan, Levine, Olson & Strauss, 1996). 혁
신적 작업관행들로서 다기능훈련과 유연한 직무부여는 결근 비용을 줄
일 수 있고, 자율관리작업팀에 의한 분권화된 의사결정은 의사소통을 개
선하면서 감독자와 중간관리자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문
제해결, 통계적 공정관리, 컴퓨터기술 훈련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득을
증진시킬 수 있고, 노동자 및 노조의 의사결정 참여는 고충이나 다른 갈
등요인을 줄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는 구조변
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동기화나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행들 중 어느 쪽이든 이들 관행을 채택한 기업들은 보다
높은 생산성과 고품질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Berg et al., 1996 ;
Kelly, 1996).
1990년대 초까지 이를 채택한 기업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었
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0～35%의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중요하게 이용
하게 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졸고(2001b)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고성과
생산체제와 관련되는 노동자 경영참가 관행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
과에 관하여는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노동자 경영참가가 생산성 또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의 결정요인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특히 한국 경제의 개방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 1997년 이후
노동자 경영참가 관행들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노동자 경영참가 관행들의 결합 효과가 매우 중요하
다는 가설도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품질관리서클, 팀
인센티브제, 성과배분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32.2～44.9%에까지 이르는
강한 양(陽)의 생산성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늘날의 경제상황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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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성과에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한다면 이는 분명히 산
업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고성과생산체제가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시킨다는 보고
들이 나타나고 있지만(Cappelli & Daniel, 1996 ; Bailey & Bernhardt,
1997 ; Bailey, Berg, & Sandy, 2001) 결국 강력하고 현명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노사간에 상호 이득(mutual gain)의 체제가 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Osterman, 2000).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고성과 생산체제와 노동자 경
영참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미국의 경우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빠르
게 하락하여 왔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용자들로서도
사업장 수준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노조를 패퇴시키거나 주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며 근로자를 종속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과 시장논리에 기초한 교섭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간화의 덫을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경영 전통으
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는 것이 국제경쟁력과 산업민주주의를 함께 견
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노동조합 역시 새로운 작업조직의 형태에 관한 독자적이고 생명력 있
는 비전을 갖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장 변화와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 오늘날의 노사관계 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운동을 결속시키기 위
한 전략적 노력과 노동조합 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인간적인 재조
직화를 실시하도록 경영층에게 압력을 증대시키는 한 방법으로 이용하
기 위해, 적극적인 인간화 - 협력의 주제에 기초한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
기 위해, 보다 응집력 있는 노동운동을 위해, 그리고 기업 수준에서의 노
동조합 통합과 참여 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전국 노동조직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경영층으로 하여금
경영의사결정에서 보다 많은 참여를 허용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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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적합성 검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체제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이다. 그러
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전국중앙
조직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별 노동
조합체제가 교섭력의 향상을 담보하며 동시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적 시
각을 가지므로 이에 기초한 교섭체제가 좀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산별체제로 이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노동관계법이나
정부의 정책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부 업종에서는 지금의 노동
관계법하에서도 이미 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산업별 교섭
은 쉽지 않다. 산업별 교섭이 사용자에게 교섭 비용의 감소나 임금 경쟁
의 억제라는 형태로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용
자단체의 자발적 구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구축이 어
느 정도로 현실적합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전통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갖
추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에서는 최근 인적자원관리와 노
사관계에 관한 의사결정과 전략의 장소로서 오히려 개별 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고용관행 변혁을 도입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경영자들이(때로는 지역노조 또는 공장평의회와 공
동작업으로) 주도적인 추진력으로 등장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공공서비스부문을 중심으
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는
산업별 노조가 국제경쟁의 외풍을 적게 받는 부문, 또는 국내에서 상대
적으로 독점력을 가진 부문에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는 산업별 노조의 구축이 기업별 노조체제의 비효율성 극
복을 위해서라는 통상적인 해석과는 상당히 다르게 주로 독점적 렌트의
분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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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공공서비스부문에 집중하여 산업별 노조체제가 강화되는 현상
이 우리나라의 장래 경제성장에 던지는 함의이다.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서비스업종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간다면 경제의 계
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
요한 과제로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산업별 노조 조
직이 공공서비스업종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별다
른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기 쉬운
노사관계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이 부문의 생산성
을 하락시키거나 정체시킨다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하락 → 서비스물
가의 상승 → 전체 노동자 및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상승 압력 가중 →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제조업 공동화 현상의 심화 → 전체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불가피해질 것이다(표 7- 2 참
조). 왜냐하면 소비자서비스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다음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로자 생계비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시키고 이것이 공업부문 또는
제조업부문 기업들의 지불능력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명목임금상승률
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8)
사실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부문의 산업별 노동조합화가 이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노사공생형 또는 참여·협력형 노사관계의 정착, 그리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는 어떠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
하게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 많은 잠재적 비용을 감내하면서
까지 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구축에 무리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이
다.9)
8) <표 7- 2>에 의할 때 실제 1996년까지는 공업부문 명목임금상승률(연평균
16.6%)이 기업의 지불능력상승률(연평균 12.1%)을 크게 상회하여 특히 제조
업부문의 공동화나 경쟁력 약화가 크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
다. 이 추세가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며 1997～
98년의 임금 상승 둔화 또는 임금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빠른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회복 등은 그에 대한 일종의 강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9)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할 때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들, 예컨대 대각선교섭의 기피와 이중교섭의 문제, 사용자단체 구성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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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동조합체제와 노동자 경영참가방식의 정합성
산업별 노조체제를 일찍부터 갖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노사관계를
일반적으로 코퍼러티즘적 노사관계라고 부른다.10) 이러한 형태의 노사
관계에서는 기업체 내부에 노동자이사제도를 포함하여 공동결정의 전통
이 매우 강하며 작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공장평의회(works
council)가 노동자 경영참가의 중요한 단위들이다.
노동조합체제와 기업내 작업조직 및 노동자 경영참가방식은 서로간에
정합성이 있어야 당연히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체제하에서는 노동자 경영참가방식으로 공동결정제도,
공장평의회, 성과배분제도(gainsharing) 등이 주로 활용되며 일본형 기
업별 노동조합체제하에서는 품질관리서클(QC), 노사협의제 등을 통한
의사결정참여와 종업원지주제, 이윤배분제도 등의 여러 가지 분배참여
인센티브제도들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업조직과 노동자
움, 이해관계가 차별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협약의
수준과 내부 이해의 조정 등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정착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0)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라는 개념은 다원적 산업체제, 즉 다원주의와 대
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코퍼러티즘은 통제조합주의 또는 협조적 집단
론 아니면 협조적 조합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여
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국가의 후원하에서 통상 성립
하고 때로는 국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독되는 가운데 전 산업들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용자대표 조직과 노동자대표 조직 간의 폭넓은 공동보조 또
는 협조를 가리킨다. 그래서 코퍼러티즘은 국가기관들이 주요 민간경제 조
직들에게 준공공적 권위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전국적 협상의 조정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Schmitter (1979 : 13)는 좀더 엄밀하게 하나의 이익대
표체제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구성 단위들은 국가에 의해서 (비록 창출되
지는 않았더라도) 승인되거나 허가받고 또 그들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및
지지의 표출에 대한 모종의 통제에 순종하는 대신 각 범주들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독점권을 부여받은 제한된 수의 단독적·강제
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구성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제 (諸) 범주들로 조
직되어 있다 고 쓰고 있으며, Lehmbruch (1979)는 조직노동, 조직된 기업,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삼자협동 또는 경쟁적 전
략 대신에 협조적 전략으로 나아가는 세 행위자들의 전략적 계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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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6 > 사회기술체계(s o c iote c h n ic a l s yst e m s )와 린생산방식(le a n
p ro d uct io n)의 차이
사회기술체계(스웨덴)
<관리방식>
구조

중앙집권적이고 플래트하지만
아직 위계적 구조
공정 개선
작업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수행
품질개선에의 노동자 작업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참여
수행

린생산방식(일본)
중앙집권적이며 플래트한 조
직
총체적 품질경영, JIT , QC들
있음. 품질서클들

생산규모

적음.

아주 많음.

<작업조직>
작업개혁의 주도자
작업현장팀의 성격

노동자들
자율경영적

경영진
감독받는 팀

<인적자원관리 관행>
교차훈련
높음.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이
모든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집단적 의사결정/ 문 있음
제해결
연공기준 보상
어느 정도
직무기준 보상
주로
이윤분배
없음
성과배분
있음
고용안정
일시해고·직장폐쇄 규제, 사
내훈련에 대한 정부보조, 완전
고용정책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사관계
권력 공유

강력한 전국적 노조 및 사용자
연합, 중앙집권화된 임금교섭
대립적
공동결정
노사합동위원회들

높음. 모든 노동자들이 해당
작업집단에서 모든 직무를 할
수 있음
있음. QC를 통해서 수행
주로
어느 정도
보너스(=2개월치 봉급)
없음
평생고용. 일시해고 없음. 근
로자 재고용. 조기정년 높음.

기업별 노조
협조적
노사협의체들
의사소통과 합의형성을 위한
의견수렴시스템

자료: Appelbaum and Batt(1994), pp.44～49에서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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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방식이 일본형을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것들이 유
럽형의 산업별 노조체제와는 비정합적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본형 노동자 경영참가방식과 서독형 노동자 경영참가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Appelbaum & Batt (1994)는 미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고성과 생산체제
를 린(lean) 생산방식과 팀(team ) 생산방식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표 7- 6 참조) 이 중에서 특히 팀생산방식은 스웨덴식 사회기술체계
의 원리들과 품질엔지니어링의 원리들을 결합하면서 경쟁우위와 지속적
개선의 원천을 작업현장 혹은 생산직 수준의 노동력에다 설정하는 형태
이고, 철저히 분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채택하며 노동자들이 전략적 목
표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고급 수준의 기업내 의사결정 조직들에서까
지 노동자대표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형태이므로 이 형태는 노조가 조
직된 기업에 좀더 적합할 수 있는 이해대표적(representative) 의사결정
참가 시스템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기업들의 사례들도 팀생산방식이 노
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량과 자율성, 더 높은 고용 안정성, 그리고 더 높
은 성과배분율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 극단으로 발전한 모습
이 노사의 파트너십 형태일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기업들에 그 기원이 있는 린생산방식은 미국에서 영향
력이 큰 볼드리지 기준(Baldrige criteria)에 잘 구현되어 있고, 경영 및
기술적 전문성과 중앙집권화된 조정 및 의사결정에 가장 크게 의존하며
노동자에 대한 배치전환·훈련이 강조되고, QC활동 등을 통한 협의적
(consultative) 의사결정참가, 그리고 다양한 분배참여방식이 활용되는
형태이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결국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의 경영의사결정에
의 통합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경영의사결정에의 노동조합 통합11) 정도

11) 경영의사결정에의 노동조합 통합이란 기업 내에서 새로운 작업조직의 형태
와 도입의 진행 속도에 관한 실제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 재조정
(work reorganization) 계획에 관한 경영진과의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나 공장평의회(works council) 등 노동자조직의 실질적인 참여로 정의되는
개념이다(Turner, 199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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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기술체계의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는 스웨덴식 사회기술체
계형태에 매우 가까운 독일의 금속노동조합(IG Metall) 소속 기업들의
그룹작업방식과 일본 기업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은 NUMMI사의 그룹
작업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IG Metall의 그룹노동원칙은 노동자에게 보다 폭넓은 독자성을 부여
하는 형태이며 NUMMI의 그룹노동 원칙은 어디까지나 경영진이 주도하
<표 7- 7 > 그룹노동의 특성 비교
IG Metall의 그룹노동원칙
1

NUMMI

숙련 또는 비숙련의 팀(생산), 대부
집단에 대하여 변동적인 과업들의
분의 팀에게는 좁은 범위의 과업 부
폭넓은 부여, 긴 사이클 기간
여, 짧은 사이클 기간(1분 근방)

2 폭넓은 집단 의사결정 능력

동의를 수반하는 직무배치전환 및
분업;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입물에
국한됨.

3 공장 의사결정구조의 분권화

팀들, 팀과 집단리더(여러 팀들을 감
독하는 리더)에게는 어느 정도 있음.

분권화된 기술 및 생산개념, 발전된
4 기술을 감독하기 위한 훈련된 반숙 대부분의 공장에서 전통적 기술
련 감독체제
5 집단 구성원에 대한 균등한 급여

팀 리더에게는 추가 급여 제공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
6 들을 위한 특수훈련(집단노동 기초 없음.
로서의 연대감)
7 개인 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제한적임. 팀 리더와 내부에서 채용
된 수습직원은 제외됨.

8 주당 최소한 1시간씩 집단회합

2주마다 30분씩 회합

9

이해대표체제 내에서의 집단이해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임. 노조는 팀이
대표
아니라 개인을 대표함.

10 자발적 참여

의무적 참여

11 폭넓은 시행 이전의 실험적인 실시 없음.
12

집단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합동추
없음.
진위원회

자료: Turner(1991),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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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노동자에게는 동의를 수반하는 배치전환, 분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된 범위의 의사결정참가 관행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양자의
그룹노동원칙을 비교한 <표 7- 7>에 의하면 IG Metall의 그룹노동 개념
중 오직 한 가지(즉 그룹구성원에 대한 균등 보수)만이 NUMMI에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NUMMI의 팀들이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로 양극화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그룹내 폭넓은 숙련향상을
추구하는 IG Metall의 요청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개념들 중 다섯 가지
(1, 6, 10, 11, 12)는 일본형의 NUMMI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T urner 1991 : 163).
말하자면 독일의 산업별 노동조합체제와 공장평의회는 노동자와 노동
조합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 내는 방법으로 정착되어 온 것
이다. 그렇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개별 기업들
외부에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며, 임금, 정리해고, 후생복
지 등과 같은 중요한 공통 관심사의 큰 틀은 산업 전체 차원에서 짜여지
고 소속 기업들은 여기서 만들어진 공통 규칙들을 준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독자적인 교섭의 필요성
이 낮다. 따라서 당해 기업의 경영자와 공장평의회가 이러한 문제로 직
접 충돌하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독형의 경우 공동결정, 공장평의회 활동 등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입
장에서 이루어지는 이해대표적 노동자 의사결정참가의 성격은 강하지만
분배참가의 성격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한 것이다. 이는 서독의 경우 산
업 전체 소속 기업들이 대체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
한 차등적 인센티브제도 등으로 기업별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재량
이 크지 않다는 증거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별노 동조합의 교
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당해 산업 소속 개별 기업 사용자에 대하
여 산업 공통적이면서 좀더 대등한 수준의 의사결정참가를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일본형의 경우는 활발한 노사협의 및 QC활동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주로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협의적 노동자 의사결정참가가 이루어지지
만 기업별로 다양한 수준의 분배참가 역시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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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원으로 함께 이루어진다(표 7- 8 참조). 이는 다르게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는 각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게 노사관계를 조정할 수 있
는 사용자의 재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허용하며 개별 기업 독자의 노동
자 인센티브 시스템의 시행도 산업내 다른 기업들과는 독립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개관에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산업별 노
동조합체제인지 아니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인지에 따라서 그룹노동방
식이나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방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그룹노동 시스템이
<표 7- 8> 의사결정참가와 분배참가에 대한 권리에 따른 노동자 소유권 분류와 예시
의사
결정권

없음

의사결정에 참여

의사결정권 공유

지배적 의사결정권

분배권
다수의 노동자들을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
포함하는 품질관리
여
서클
또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이윤분배제
공동결정
종업원지주제(ESOPs)
참여프로그램에 따
작음
(예)스웨덴에서는 때로 전
(예)Occidental Petroleum, 른 이윤분배
환 가능성이 있는 공동
Kimberly Clark
결정이 존재
Scanlon Plans,
종업원지주제
John Lewis,
생산자협동조합(PCs)2)
중간
(예)Procter and Gamble, Lincoln Electronics,
(예)UK Clothing Denmark
Corning, Rucker Plan, Polaroid,
Japanese Mfg.
종업원지주제
종업원지주제
종업원지주제
(예)Vermont Asbestos,
(예)Brooks Camera, (예)Weitron Steel,
압도적 분배권
Harcourt, Brace and
Hyatt Clark,
Rath, French Building
Jovanovich,
Ruddick
PCs
Lincoln S & L
없음

관례적인 기업들

영국의 산업 공동소유
(예)Scott Bader

British Retail Co-ops1)

생산자협동조합3)
(예)UK Footwear

생산자협동조합
(예)Mondragon, Italy,
French Consulting,
US Plywood

주: 1) 일부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며 노동
자들이 극소량의 이윤분배와 소유권을 가짐.
2)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다른 조직들과 의사결
정권을 공유함.
3)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기구의 대다수 통제력을 갖지만 이윤분배 또는 개
별 소유권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지는 못함.
자료: Ben-Ner, Han and Jone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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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에서 일본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보다 적합성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임금 격차만이 아니라 노
사관계를 포함하여 인사·노무관리, 생산관리, 작업방식에서도 현실적으
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을 한데 묶어 산업별 교섭·협
의를 시도하는 일이 효율성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
기 때문이다. 최근 선진국들의 노사관계 분권화 추세는 경쟁의 격화와
같은 경제적 압력보다는 신축적인 기술의 도입이 노사로 하여금 작업장
을 리스트럭처링하게 만들며, 팀작업, 성과급방식, 참여프로그램, 광범위
한 훈련, 그리고 어떤 경우 고용안정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고용 관행
에서의 변화 등이 포괄되는 질적(qualitative)인 문제들에 대한 작업현장
교섭이 보다 전면에 부상하였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Katz(1993)
의 분석은 이런 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4 .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비전
장래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노동조합운동의 리더십을 장악할 수
있는 노사관계 유형은 다르게 표현하면 노사공생형 노사관계체제이다.
이때 노사공생형 노사관계라는 것은 노동조합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
한 깊은 관심과 그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발언력을 가지며, 동시에 사용
자는 기업의 경영기밀정보까지를 노동조합 최고의사결정권자에게 공개
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노사관계이다. 즉 발언과 신
뢰라는 호혜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보다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우리에게 보다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장래 비전은 어
떠한 것일까? 그것은 우선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사관계체제라야 할 뿐 아니라

노

동조합운동 지도자의 육성과 배출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하고 열린 산업
민주주의(또는 열린 기업커뮤니티의 형성)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노동조
합운동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 내부에서 노사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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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의 딜레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체
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잘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일본의 稻上毅(1995)
은 노사공생형 기업별 노동조합이 장래 기업커뮤니티의 중요한 담당자
라고 쓰고 있다. 이 때 기업커뮤니티는 주주, 여성이나 고령자, 기업그룹
의 구성원, 거래대상 주체들, 지역주민,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 )을 아우르는 호혜적 커뮤니티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조합활
동 총량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지원하는 인적·금전적 자원 투입, 경영
참가, 상징 혁신, 종합적 복지 비전 구축, 사회참가·사회공헌활동 등이
모두 포괄된다.
稻上毅(1995)에 의하면 일본의 기업별 노사관계체제는 기밀공개- 전략
발언형(제1유형 : 제조업- 노사공생형)이 40%, 기밀공개- 전략침묵형(제2
유형 : 경영주도형)과 기밀 미공개- 전략발언형(제3유형 : 조합요구형)은
각각 10%를 상회, 그리고 기밀 미공개- 전략침묵형(제4유형 : 건설·금
융- 경영묵종 혹은 노사적대형)이 4분의 1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그는
제조업에서는 노사공생형이 많고, 건설업이나 금융·보험업에서는 경영
묵종형에 포괄되는 조합들이 많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 총량
과 이 활동을 지원하는 인적·금전적 자원 투입, 경영참가, 상징 혁신,
종합적 복지비전 구축, 사회참가·사회공헌활동 등을 평가할 때 노사공
생형 조합이 가장 그 평가 점수가 높고 역으로 경영묵종형의 조합에서
그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두 유형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분
석하고 있다.

5 . 인적자원개발과 노사관계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발전과 유지는 또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에도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내 인적자원개
발은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의식적인 교육·훈련 투자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노사관계 환경변화는 기업들의 교육·훈련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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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한 위축의 가능성
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신규 학교졸업자 채용 → 장기근속 유도 및 교육·훈련 투자 → 숙련노
동자 형성의 경로보다는 경력노동자 채용의 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연공임금, 종신고용 등 전
통적인 공동체적 인력관리제도가 약화되고 구조조정이 주로 사무관리직
에 많이 집중되었던 탓으로 전통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상당한 정도 형
성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종신고용과 비슷한 정도의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에게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급격하게 퇴조함
으로써 노사 양측에서 모두 상대방을 서로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이용하
고자 하는 사직(quit )과 정리해고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주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력에 대하여는
외주에 의존하거나 수량적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하
는 정책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은
11.1%,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5.9%, 비전형노동자(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내근로, 일일(단기)근로 등)12)의 비율은 모두 합하여
13.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비정규직근로 활용증가 현상은 한편으로는 1997년부터
진행된 정리해고의 허용, 파견근로나 단시간근로 형태의 인정 등과 같은
12) 여기서 파견근로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
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
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
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이
며,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
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컨대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
에 근무하는 노동자)이다. 특수고용형태 근로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
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
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이며, 일일(단기)근로
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
는 형태의 노동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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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9 > 근로형태별 규모 및 구성
전 체
2001. 8.
2002. 3.
2002. 8.

13,216
13,498
13,631

파견근로 용역근로
130(1.0)
133(1.0)
88(0.6)

319(2.4)
374(2.8)
346(2.5)

특수고용
형태
788(6.0)
970(7.2)
749(5.5)

(단위 : 천명, %)
가정내 일일(단기)
근로
근로
258(2.0)
283(2.1)
239(1.8) 423(3.1)

자료: 통계청, 2002년 9월 고용동향 , 2002. 10.

법적 환경의 변화와 경제 개방의 가속화 및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기업경영 상황의 변화 전망에 주로 기인한 개별 사업체 내부의 변화 요
구와 다른 한편으로 최근 광공업 등 전통적인 공업부문이 위축되고 도
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산업구성 변
화)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전개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소형화 추세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는(기업규모 구성 변화) 거시경제적 변화요인들에 주
로 기인하는 것이다(졸고, 2001a).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기업의 핵심역량 인력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도 이들
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
컨대 수위·경비·청원경찰, 운전기사, 그리고 청소원 등은 사실 기업들
의 시각에서 볼 때 생산물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적자본 투자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조한 교육·훈련은 이들 노동자들
의 인적자본 축적을 유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서 이것이 낮
은 임금과 낮은 후생복지 및 사회보장과 연결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 앞으로 사회 내에서 빈곤층으로 자리잡기 쉬울 것이며, 앞으로 경제
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을 안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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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새로운 노동자 경영
참가 모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
사·정의 세력 균형, 노동조합의 기업경영에의 통합의 정도, 그리고 노
사관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환경요인으로 최근의 여러 가지 경
제상황도 분석해 보았다. 국제경쟁의 격화와 취약한 부가가치 확보 능
력,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소형화·네트워크화,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
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 일자리의 확대 등의
추세들을 개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변수들과 환경요인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현실적합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자 경영참가 모형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향하는 모형
으로 고성과생산체제에 주목하였다. 비록 노동자들의 경영참가활동을 통
한 산업민주주의가 가치 있는 발전방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기업
의 생존이나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뿐이라면 시장자유주의가 훨씬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
회에서는 당연히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고성과작업관행이 기업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현실적합성을 검
토해 보았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향하고자 하는 산업별 노동
조합체제는 현실에서는 국제경쟁의 외풍을 적게 받는 의료·교육·철
도·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부문이나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독
점력을 가진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산별노조의 구축이 기업별노
조체제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독점적 렌트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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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 작업현장의 작업방식이나 경영참가방식도 노동조
합체제와 정합성을 가진다고 볼 때 코퍼러티즘적 노사관계체제를 가지
고 있는 유럽형 작업방식 및 경영참가방식과 거리가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는 오히려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해석
을 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장래 비전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
산성 향상, 인적자원개발을 지속시키며, 노동조합운동 지도자의 육성과
배출, 지속 가능하고 열린 산업민주주의 리더십 창출, 노사간 용의자의
딜레마 문제를 극복하는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체제 구축 등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또한 동참하며,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

상프로그램과 과학적인 업무성과 평가제도 정착에 참여·협력해야 하며,
이와 연계된 승진 및 보수체계의 도입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하며,

평조합원 수요 중심의 노동조합활동으로 전환하여야

사용자나 경영자로 하여금 각종 노사협력 프로그램들(노사협의

회의 활성화, 신규 사업의 개척, 각종 제안제도, 개선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의 조직과 활성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사관계체제와 노동자 경영참가 모형은
이미 만들어져서 실천되고 있는 외국 기업들 또는 선진국들의 체제와
모형을 도입하여 얻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주체들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독창적으로 창
조해 내야 하는 과제라고 말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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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노동사회와 노동법의 질서 기능

이 광 택
(국민대 법대 교수)

Ⅰ. 신노동사회의 패러다임과 구조개혁

1. 신노동사회의 패러다임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사회적 논의에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감소와 동시에 구직활동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간격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완전고용의 시대는 단기간이었고 노
동사회 발전 단계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존
재하는 사회적 노동이 모두 유급 경제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유럽에서도 보수․자유파에 이어 ‘신좌파’의 정책까지도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 그 가능성은 적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금노동 형태의 종속경제활동이 장래에도 지배적인 사회화의
모형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견해1)도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사회의 위기를 둘러싼 지금까지
의 논의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혹은 지나치게 넓게 전개한 것이 된다.
이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노동사회의 종말 또
1) Mutz, Gerd, “Die Organisation Gesellschaftlicher Arbeit in der Neuen
Arbeitgesellschft”, in Jahrbuch Arbeit + Technik 1999, 2000, Dietz, Bonn
1999,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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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경직된 공간 및 시간의 모형을 가진 지금까지의 사회적 노동의 조직 형
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복잡한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산업화로 특징되는 노동사회는 질서 있고 분화되었으며 규율화
된 사회였다. 그 패러다임은 규제였다. 즉 종속경제활동이 인간답게 기
능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규율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조직 형태가 그 주도적인 기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보는
이가 많다. 사회적 노동이 침식되고 있는 이유는 그 기초가 되는 경제활
동이 축소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산업사회적 공간 및 시간적 경직성이
필요 가능한 변화를 제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은 ‘활동사회(Tätigkeitsgesellschaft)’2)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신노동사회(Neue Arbeitgesellschaft)’3)를 지향
한다. 이에 상응하는 고려가 노동의 미래에 관한 논쟁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적 노동의 조직에 관한 질문에서도 제기된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
노동의 조직상의 기초가 되는 공간 및 시간의 모델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새로운 형성이야말로 신노동사회의 패러다임이며, 협력과 자
생 조직은 이를 지탱하는 형성 원리이다.
생존 공간을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별하거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별하여 노동의 형태와 이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구별
하는 것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사적으로 조직된 노동이 경제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더욱 부담하게 한다면 이를 개인
이든 기업이든 선뜻 응하려 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경제
활동이 세법,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개인적․사회적 장점을 가진다 해
도 이것이 그러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 된다. 사적 영역과
시장 사이에 회색지대의 노동 형태가 나타난다. 특히 사회보장망이 없이
생존을 보장받고 따라서 직업 능력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전통적
2) Arendt, H.,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 1981.
3) Brose, H.-G., “Auf dem Wege in eine neue Arbeitgesellschaft”, ISA-World
Congress of Sociology, Montre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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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불법취업 또는 실업자의 비정형노동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재화와 서비스 급부의 디지털화로 말미암아 경제활동
을 공장과 사무실 밖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등장하였다. 이
러한 현상은 경영상의 필요성과 소득활동을 하는 개인의 희망이 보다
잘 맞아떨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적 노무급부(즉 경제
활동으로서의 탁아 및 간호),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생산․관리적 노무급부(즉 제조업 또는 은행, 보험업에서의
고객관리), 임금형 경제활동이라는 종속구조로부터 벗어나거나 아웃소싱
에 의해 그러한 구조에서 벗어난 1인 마이크로 기업, 장소의 구애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활동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노동의 조직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적 드러나지 않는 회색지대로서 명시적으로 규율되
지 않는 노동 형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노동 형태가 장차 어떠한 양적․질적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경제활동이 장소적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
에 노동이 종전의 고정된 장소를 상실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노동의 조
직적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관계도
새로운 조정을 요한다. 이 때 인간은 전체 사회개혁에 관한 역사적 경험
을 되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과거로
의 회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이 그 사회적 장소를 상실하는
것은 21세기 사회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직구조가 필연적으로 등
장하는 지구화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사회
의 선택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노동의
새로운 조직 형태가 성숙할 수 있는 순간에 들어감으로써 전환의 가능
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종전의 노동사회의 주변에서 새로운 노동사회의
핵심요소가 발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공간을 넘어서
는 것이며 조직상으로도 명백히 정의되지 않는 형태의 사회적 노동이
될 수 있다.
지구화되는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분명했던 장소적 경계가 허
물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도 그 공고한 담벽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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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공간에 기속되었고, 따라서 문화에 강하게 기속되었던 것이 사실이
다. 문화를 넘나드는 기동성은 일부에서만 발견되었고 매우 적은 고도의
작업에 한정되었었다(예컨대, 외국인 기술자와 제트엔진 장착기술자 등).
원격지를 비교적 빨리 극복하고 장소에 구애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이 발달함으로써 사회적 공간과 함께 사회 공간적 거리의 개념이 용해
되고 있다. 이로써 사회적 노동의 문화 기속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생산라인 내에서 상이한 문화 사이의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자본은 물론 노동까지도 유동성을 갖게 되고, 예컨대
유럽대륙의 문화 공간에서 등장한 사회적 노동의 조직 형태가 그 일반
적 기속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많은 현상들이 20세기적 서구의 경제활동사회에서 적어도 일
부의 사람들이 협소한 시간 규칙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음을 말해준
다. 인간은 점차 불안정해지는 경제활동과 함께 적극적이고자 하며, 가
족, 친지, 자기만의 일, 그리고 시민운동 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한다.
즉 시간 활용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가 종래의 노동사회의 제
한된 산업사회적 전망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부족한 자원은
바로 ‘노동’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4) 인간은 점차로 상
이한 시간의 조각들을 바꿔 가며 또는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시간 관리는 인간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다. 사회학적으로는 새로운 개인화 경향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경향
은 새로운 창조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전환 과정에서는 생애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가 하는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생애에서 경제활동이 차지
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종전의 가치 규칙과 시간 규칙이 그
기속성을 상실한다. 서로 다른 시간의 편린, 즉 경제활동시간, 교육시간,
가족시간, 시민시간, 혼자만의 시간 등은 유동성을 갖는다. 경제활동시간
은 예컨대 전생애에 걸쳐 의미를 갖는 교육시간에 의해 몇 번이고 중단
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가정에 대하여 평등하게 또는 공동으로 시간
4) Mutz, Gerd, ibid,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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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시간, 즉 시민으로서의 시간은 장차 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개별화 과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추구하게끔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시간의 중요성
은 현실성을 갖게 된다. 자원자 및 활동가의 노동이 급증하는 이유 중
이들이 경제활동의 종속성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영역에서
의 종속구조와 계층구조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나라에 따라
서는 일련의 구조적 장벽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되지 못하는 사회적․경
제적․문화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 관심이 높아지는 곳도 있다.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 이념적․현실적으로 인정받
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으며 사회적 참여의 전체 영역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시민적 참여의 동기가 이미 오래 전에 변화되었음에도 특
히 대규모 단체는 필요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
인 비상근 명예직이 현대화되어 도우미로부터 참여적 시민이 되어 자원
노동에서 구조 변화를 기대하며 경제활동과 참여라는 두 가지 활동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서로 다른 생활 영역이 긴장관계에 머물지 않고
보완관계가 된다. 이로써 통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의미와 통상적
활동경력의 의미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애에서 노동에 두는 가치가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노동사회에서는 경제활동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
결합모델과 참가모델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노
동사회는 시민적 노동사회라고 할 수 있다.5)
나아가 지구화된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에 맞추어진 시간 규
칙이 서구적 현대화․산업화라는 외길에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서구적
생활방식은 다른 문화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아시아적 문화에서는 경제활동시간, 가정시간, 교육시간이 사
회적 요구에 따라 혼합될 수 있으나 이것이 성공적인 현대화․산업화
5) Beck, Ulrich, “Modell Bürgerarbeit”, in ders., Schöne neue Arbeitswelt,
weltbürgergesellschaft, Frankfurt a. M., New Yor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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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지구화는 시간의 편린과 시간의 영역이 혼합
되고 생활을 위한 시간과 노동시간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 문화가 같이 성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 디지털 기술로 말미암아 그럴 필요성
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간의 문화적 기속이
(사회적 공간의 문화적 기속에 비해) 투명해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전환의 과정은 주․객관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의 위기로부터 개별적 형성을 위한 보다 많은 가능성을 가진 신노
동사회가 등장하는 징후가 될 수 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상적으로 생
각할 때 강제적 관계 또는 협동적 관계로 조직될 수 있는 근로관계 자체
의 형성에 관계되는 것이다. 노동의 역사는 서로 다른 형태의 강제적 관
계로부터 서로 다른 형태의 협동적 관계로 향하는 발전 과정으로 볼 수
도 있다.
두 가지의 특징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안정적인 것이었고 각자의 형
태 속에서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노동의 사회적
조직의 고대적 모델과 봉건적 모델의 기반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랐으나,
이 두 시대의 사회적 노동은 모두 강제적 관계에 있었다. 시민사회에 이
르러 노동의 사회적 조직의 출자모델과 산업모델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협동에 기반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관계로서의 노동은 인
간이 완전히 자유롭고 시간 주권을 행사하며, 구조적 조건으로부터 독립
하여 자신의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
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경제사회가 관철됨으로써
사회적 강제가 없지는 아니하지만 오히려 인간이 자유의사에 의해 사용
자에게 종속됨으로써 나타나는 종속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임금노동자가
일차적으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종속적 경제활동은
고대사회 또는 봉건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강제적 관계로 가는 것은 아
니라는 마르크스의 인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역사적 발전 과정에 있어서 지지할 수 있는 조직원
6) Mutz, Gerd,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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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서의 자기결정의 형성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예컨대 자영자의 활동과 경제활동과는 별개의 자발적 활동이라는 조
직형태를 고려할 때 노동하는 인간이 자신의 활동 영역의 구체적 형성
을 타인(이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코 당연시할 수 없는 일이다.

2. 형성원리로서의 자기조직 및 협력
질서와 규율의 틀이 무너지고 사회적 노동의 조직 형태가 달라진다면
형성이라는 패러다임하에서 어떠한 협동관계가 관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자기조직과 협력에 기
초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여기에서 종속적 임금노동이 지배
함으로써 뒤켠으로 밀려난 전통적인 경제활동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자영노동이 그것이다. 노동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방향 중 많은 것들
이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고용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종속인적인 노
무급부와 산업에 가깝거나 관리에 가까운 노무급부는 초기 설비가 덜
들고 비교적 손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산업 생산부문에 비
해 자영의 생업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투
입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급부에 있어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업장의 형태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함께 통상적인 기업까지도 해체된다.
1인 회사의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예를 들면 1978년 이래 20
년간 자영자의 수가 3분의 1 가량 증가하였는데 증가분의 70% 이상이
1990년대 특히 1994년 이후의 것이다.7) 성장분의 절반 이상이 특히 지
식집중 서비스 분야의 종업원 없는 자영자였다. 전통적인 기업 형태에
비하면 극소형 기업의 사회적 구조는 매우 개방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여성과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간혹 고급 기술로 높은 소득을 달성
7) Mutz, Gerd, ibid,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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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일자영자도 있다. 극소형 회사의 발달은 독자적 경제활동이 지금
까지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자영활동이
라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 자기고용은 직업능력에 따라 일시적인 단
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종속경제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다.
극소형 기업은 종업원을 가진 통상의 자영활동과 통상의 종속활동 사
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와 규제의 확립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기조직에는 독립적 경제활동과 다른 형태의 노동 사이
의 왕래가 가능함으로써 간과할 수 없는 형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현상에 보다 가까운 사회적 노동의 조직 형태인 것이다.
시장에서 특정한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할 때 이로써 등장하는 노동은
유급 경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구조와 필요한 구조개혁
오늘날 서로 다른 강도와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노동
조직 형태의 사례는 최신의 기술적․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요구에 의
해 이루어진 노동사회적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의 초점은 종속노동
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종속노동을 서로 다른 형태로 참여시키는 노동
의 협동 형태에 있다. 형성의 원칙으로서의 자기조직과 협력은 여러 가
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질적인 차이는 자기조직의 모델은 경제
활동의 범위 내에서 비종속 활동의 여러 가지 모습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 영역의 새로운 구조는 그 맹아가 나타나고 있고, 그 형성
의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협력모델은(독립적 또는 종속적) 노
동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하는 절개 위치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새로운 강제에 귀착되고, 종속
노동이 아니라 해서 자유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성
과 강제 사이의 이와 같은 변증법은 사회적 노동의 새로운 조직 형태를
일관되게 지향한다. 종속구조와 계층구조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생활의 세계와 노동의 세계의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스로의 노동세계를 형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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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활동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격 때문에 자
동적으로 이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사회적
자격은 사회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개인적 실패를 완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

Ⅱ. 노동의 미래와 사회적 안정

1. 새로운 생산방식과 작업조직
교역(trade flows)과 자본이동(capital mobility)의 증가는 작업조직의
변형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sation)의 현상
은 반드시 높은 임금과 조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
하기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투자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다른 곳
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요구
만으로도 이것이 새로운 기술과 조직방법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기업문
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기업, 개인, 누구에게나 마찬가
지로 경제적 개방은 변화에의 적응을 의미한다.
자본이동을 초래하는 작업조직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기능의 상대적 축소, 둘째, 기업자율의 증대,
셋째, 임금에 관한 경쟁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
금까지 이들 요소는 노사관계제도를 발전시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하고, 경제적 불균형은 시정되어야 하고, 세계화는 정치적․경제적으
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8)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성장과 고용에 잠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동시에 부의 분배와 단체교섭 과정에는 잠재적
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본이동은 시장경쟁이 대체로 국내
8)

Andreoni, D., Le coût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Geneva : ILO,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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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개될 때에는 국내 노사관계제도가 생성한 보호적 임금구조를 흔
들게 된다. 이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생산성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 기술과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물가를 억제하려 할 것이다. 투자 지역의 선택 여지가
커진 만큼 노무비용을 협상테이블로 가져와 경쟁력이 없는 임금은 경쟁
영역으로 재조정된다. 이 때 기업으로서는 입지 선택시에 이미 획득할
수 있었던 저숙련노동이 특히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역경쟁과 자본이동은 국가 수준에서는 근로자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동자본이 이들을 찾아다니고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
는 경우에는 자본이동으로 매우 질 높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임금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는 반대의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된다. 기업의 비용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이동은 노동조합의 조직확장 노력에
보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투자자본 유치 노력은 결사의 자유의 실행과 노사관계 환경에 중요한
행태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예로 1980년대에 영국에 일본의 투자
가 유입된 것을 들 수 있다. 사전 투자의 형태로 특히 단체협약상의 유
일 노조 인정 조항과 무파업 조항 등 전통적인 노사관계 관행을 변형시
키는 효과를 갖는 협상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자동차산업에 투자하
는 결정은 기업이 요구한 조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에 부수하
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9)
세계화는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독립성을 감소시키며 복지와 고용창
출의 일차적 동력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세계화는
기업을 높아진 경쟁력에 노출시켰다. 세계화는 기업이 활동하던 안식처
를 축소시키고, 급속한 생산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유연성
9) Servais, Jean-Michel, “The Future of Work and Related Security, A
Discusssion of the Need to Place Matters in Perspective”, in Roger
Blanpain, Chris Engels(Ed), The ILO and the Soci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e Geneva Lectures, Kluwer, The Hague, 200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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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구어냈다. 기업은 작업 및 생산 조직의 변형으로 여기에 응답하였
다. 이 과정에서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유연성과 ‘간결한(lean)’ 생산조직의 촉진 노력은 관리층의 축소를 가
져왔다. 곳곳에서 이와 같은 관리 책임은 직접 생산현장으로 전환되었
다. 이곳에서는 기술혁신과 정보체계가 전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감
소시켰고, 기능을 넘나드는 팀과 다기능과 같은 새로운 조직 장식이 고
용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다. 다운사이징(downsizing)과 작업재조직 과
정은 많은 선진국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고분업과 경직된
직무설명이라는 전통적 제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새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자율, 책임, 결정권의 증대 모습으로
일정한 힘을 실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점은 고실업, 고용안정
의 감소, 경력 전망의 제한, 계절적․임시․단시간 계약에 의한 주변노
동자(peripheral workers) 비율의 증가로 상쇄되는 일이 빈번하다.
종전의 노사관계 구조는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관리(HRM)
로 알려진 새로운 현상에 의해 포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팀워크 조직,
훈련, 임금체계, 근로자참여, 인사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관계에
서 연유되는 긴장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현상은 노동조합
과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일본과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도
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집단적 이익대표기
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래 노사관계의 설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HRM을 포함한 협력에 기초한 정책과 근로자의 집
단적 이익대표에 기초한 전통적인 노사관계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여려 가지 이유에
의해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용자의 헌신과 기여에 의존하고,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필요에 의존하는 협력에 기초한 정책은 전체 노동력 중
일부에만 관련을 갖는다. 불안정 형태의 고용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집단적 이
익대표가 없는 가운데 전일근로자가 향유하는 것만큼의 유사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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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몇 가지 문제가 직접적 협력에 기초한 해결과 무
관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그 밖의 제도에 호소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기술혁신이 제한적․불균형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얻어진 결과와 HRM 형태의 해결책에 의해 수행된 변화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마지막으로 노사단체, 특히 노동단체는 기업의 영역
을 넘어서는 이슈에 봉착하는 일이 빈번하고, 이 때문에 지역별․부문
별․전국단위의 집단적 교섭이 필요할 것이다. 이 집단적 교섭이 특히
오늘날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해답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새로운 사회적 문제
가. 사회적 불안과 새로운 불안정
사회적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생활환경을 설정하기 위
해 마련된 기본적 규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덕적 또는 종교
적 원칙일 수도 있다. 이 원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이 목적을 위한 스스로의 기준과 벌칙의 부과를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변하게 되면 문제의 이 원칙도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기술혁명과 가속된 경제의 세계화 과정과 함께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사회적 연계가
여러 곳에서 단절되어 가고 있다.10)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대화와 상호 이해의 결여가 문제되고
있다. 도시에서는 크고작은 불안, 폭력, 범죄 들의 사회문제가 정치적 차
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분쟁이 공장을 벗어
나 가난한 동네와 그 동네를 오가는 공중교통으로 이전되었다. 가족관계
도 대변혁을 겪고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 노골적
인 대립이 있고, 부모가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에

10) Servais, Jean-Michel,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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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늘고 있
다. 남녀의 이해가 상충되어 양자의 개인적 소망의 절충을 위한 보다 많
은 노력이 요구된다.
어떤 대중집회는 사회적 소란을 일으킨다. 예컨대, 다이애나비의 죽음
에 대한 반응이나 수년전 브뤼셀에서 있었던 벨기에 당국에 대한 이른
바 ‘백색’ 항의행진 등은 이성적인 의미로는 평가하기 힘든 감정을 표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그 카리스마가 어떠한 완벽한 설명으로도
부족한 인물에 투영된 고민과 좌절을 미디어의 도움으로 표출하였을 것
이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실업은 아마도 사회적 관계
의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4%의 실업률은
이와 같은 불황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이 나라에 형성된 사회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크게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비율은
유럽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계화
(marginalisation)와 배척(exclusion)의 과정에 이른 개도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11)
이들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낮다는 미국에서처럼 작업장에서 공격적
행위와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12)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일부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임금
을 받는 정도로 첨예화된 소득불균형과 함께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미국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는 이와 같은 불안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유의 기동성
(mobility)은 많은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 종전의 임금보다 낮
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

11) Rodgers, G., Ch. Gore, J. B. Figueiredo(eds.),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Geneva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1995.
12) ILO, World Labour Report 1997-98, “Industrial Relations,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Geneva, 1997,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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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것보다 주로 기업별 협약에 의한 노동보호 방법은 이러한 불
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미숙련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임금격차
의 심화와 함께 이와 같은 불안정성은 노동력의 양극화(polarisation)를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저해하게 된다. 나아가 분석
가들에 의하면 일정한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 형식이 존재하여
이것이 확산되어 실업을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주게 되고, 그 결과 일정
한 소수종족의 경우 자신의 생애에서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경우
까지 있다고 한다.13)
중․동유럽에서는 새로운 무력화 현상이 피용자를 포함한 인구의 많
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전래하는 문제
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지역에서는 가진 자(the haves)와 못 가진 자
(the have-nots)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 정부는 적어도 국민 사이의 건전한 사회
적 응집력을 유지 내지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계
몽적 전제주의, 자유방임(laissez-faire), 복지국가의 실현이 그것이다. 18
세기 당시 오스트리아제국은 덕망 있는 전제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계몽적 전제주의의 고전적 사례이다. 문제에 대한 자체 분석을
한 권력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치유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같은 작용방
식(modus operandi)은 탁월한 기술관료로서 스스로 국민의 어려움을 분
석하고 필요한 치유책을 제시할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오늘날
의 일정한 정치지도자의 그것에 유사한 것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 채택된 자유방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계국
의 정부는 사회문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시장의 ‘보이
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맡겼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의 정책은 사회적 위험의 범위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규칙․제도 또는 관행을 국가가 설정하여야 한다는 특히 서유럽의
국민이 표명한 소망을 충족시켰다. 이 정책은 대규모 사용자단체와 노동
조합연맹 사이에 명시적 기타의 방법으로 체결된 협약에 기초한 것이라
13) Servais, Jean-Michel, ibid,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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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수용될 수 있는 연대의무에 기초한 것이다. 이 경우를 많은 논
자들이 복지국가 또는 독일의 경우 사회국가로 불렀다.
그러나 위 세 가지 정책은 현대적 형태에서 그리고 법적 기준과 제도
를 통한 시행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
했다. 오히려 이 간극은 종전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계몽적 전제
주의의 현대적 형태는 흔히 공․사의 구별을 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현
상은 피치자의 필요와 소망에 항상 부합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잘
못된 정책을 선택할 위험이 분명하다. 자유방임적 정책은 특히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시기에 극빈자에게 최저생계비도 보장하지 못하였다. 실
제에 있어서는 각종 사회부조제도(‘안전망’＝safety nets)가 그러한 정책
의 잔인성을 교정하는 일이 많다. 마지막으로 자본, 재화 및 노동시장의
세계화의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비쳐지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비판이 집중되었다. 복지국가의 존립은 조정 없이 자본과 재화
교환의 자유화 측면에서는 국가간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연
대는 현실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사회정책의
고안과 집행에 있어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소득불균형과 전통적인 사회적 파트너의 세력 약화로 말미암
아 연대가 파괴되고, 앙시앙 레짐(Ancient Régime)하에서의 계급에 대
체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두 카테고리로 사회가 분열될 것이
라는 우려가 등장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문제(social question)’라고 할 때 ‘사회적(social)’
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이 용어는
사회적 계급의 구분을 의미하며, 특히 지배적이고 부유한 부르조아지와
의 관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연대라는 계
념은 그 용어가 등장하였을 당시에는 직업과 계급에 기초하였고, 운명과
위험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들을 묶는다는 의미였다. 20세기 말에 이
르러 유럽에서는 사회적 계급제도가 본질적으로 무너졌거나 아니면 적
어도 이러한 분류 효과가 노동시장에서 그다지 강하게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정이 미국과 일본에서 통용되는 조건을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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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된 사회나 개도국이 봉착한 사회적 문
제는 노동자의 빈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이건 자영자이건 자신에
게 강요된 비활동, 부족한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기존의 구조 밖으로 몰아내는 물결 속에서 스스로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빈곤에 관한 것이다.
나. 사회적 연기자의 다양성의 증대
성공적이지 못한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사회적 연기자(social players)
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러한 견해가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국제화 및 지역화는 특히 유럽에서 필연적으로 공
적 기관에 행동 가능성을,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 감소시켰다. 케인즈적
국가정책은 경제제도에 대한 완전한 국가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정책은 국가가 그 권위의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고용문제와 특히 사회
적 보호는 실제적 행동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14)
정부는 때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 협력을 구하고 있다. 그러
나 똑같은 문제로 이들 단체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노동조합의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조직률의 감소로 잘 알려져 있다. 사용자단체도
격변기를 겪고 있다. 한편(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들의 관심은 실업자나
불안정 상태의 노동자의 그것과는 다르다)과 다른 한편(중소기업과 다국
적기업은 그 이해관계가 크게 다를 수 있다)에서의 이해의 다양화와 분
화는 두 가지 단체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갖고 있던 독점적 대표성이 도
전을 받게 되었다.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인사관리 부문에서 행동
의 자유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호간에 다소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마련하기도 한다. 초대형 미국 기업들의 회장과 최고
경영자(CEO) 또는 기타 지역에서 설치된 ‘경영자협의회(business
14)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Liber
emicorum in hornour of Prof. Dr. Roger Blanpain, Kluwer, The Hague,
1998.

신노동사회와 노동법의 질서기능(이광택)

219

councils)’의 회의 의제에 노사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주요 일본 기업의
경영자들은 부문별, 부문상호간 또는 산업별 조정회의를 특히 유명한
‘춘투’에 대응하여 개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의 분
화가 전통적인 노동자의 단결에 위협을 주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활동
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가장 잘 자리매김한 그룹, 즉 정규 임금근로자
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수많은 각종 단체(소비자, 환경, 여성, 소수
민족, 지역사회, 실업자 등)가 동시에 매우 특정한 이해관계 면서도 바로
노동조합이 대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대변하게 되었다.
단적으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은 오늘날 다른 단체들과의 행동일치
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현상 중 하나는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연기자의 영향력이 증가
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다국적기업이다. 극히 일부이
긴 하지만 어떤 것은 어떠한 국가와도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고 본사도
주요 이사들이 특정 기간에 만나는 장소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EU),
MERCOSUR 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지역연합도 새로
운 연기자에 속한다. 비정부기구(NGO)도 새로운 통신기술의 도움으로
그 영향력이 만만찮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15) 이들 모든
연기자들이 각 국가 자체가 보다 경직된 구조에 적응하는 동안 훨씬 빠
른 속도로 국경 개방과 자유무역에 적응하였다.
국가의 역할 축소는 국제적 연기자가 갖는 중요성의 증대만을 반영하
는 것이 아니다. 지방과 지역사회의 수준에서의 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
다. 그리고 NGO가 취한 이니셔티브는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공권력은 자신이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과업을
점점 더 이들에게 맡김에 따라 상업부문을 포함하지 않는 민영화 과정
을 작동시켰고, 이로써 국가 스스로 일정한 책임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
와 유사하게 국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기관이 착수하는 수없이 많은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구성하는 주의 과반수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옵저버를 파견하고 있다. 독일의 각주(Länder), 벨기에의
15) Mathews, J. T., ‘Power shif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997, pp.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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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공동체, 영국의 지방당국 등도 EU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프랑스
의 론알페(Rhône-Alpes) 지역은 계절노동자 문제와 같은 월경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와 투린과 직접적인 관계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국경이라는 개념은 점차 유연하고 느슨해지고 있다. 어떤 이들
은 국가라는 것이 명백히 확립된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17세기 또
는 18세기의 서유럽에서 통용되었던 사정을 이미 세계적 수준에서 꿈꾸
고 있다. 여행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특별한 행정적 어려움 없이
오토만제국의 최변경까지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가지려면 일정한 관점과 이해의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러시
아와 그 인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된 이후 세계적 수준에서 생
산과 작업 조직에 대한 개인적 관점에서 커다란 접근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Ⅲ. 품위 있는 노동(Decent Work)

1. 개 요
‘Decent Work’는 1999년 6월에 개최된 ILO 제87차 총회에 제출된 사
무총장 보고서의 타이틀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 전환기를 맞은 ILO의
1차적 목표로 제안된 것으로서 전세계의 남녀에게 품위 있는 노동을 확
보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ILO의 개혁
및 현대화 과정에서 제기된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첫 번째 단계는
1999년 3월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종래의 39개 주요 프로그램으로부터 4개의 전략적 목표로 전
환하는 것이었다. 그 4개는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 ‘고용’, ‘사
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등이다.
이 보고서는 2000∼2001년의 ILO 사업계획을 세 가지 방향에서 보충
하고 있다. 첫째, 보고서는 4개의 전략적 목표를 포괄하여 ILO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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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 보고서는 이러한 비전을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실천 능력 면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셋째, 보고서는 각 지역별로
전개하고 있는 ILO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지역별로 다양한 발전 과정
과 제도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2001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노사관계학회(IIRA)의 제4차 아
시아지역대회의 슬로건도 ‘품위와 공평의 지향(Towards Decency and
Fairness)’ - 세계화 과정의 아시아에서의 변화하는 노동과 고용관계
(Changing Work and Employment Relations in Globalizing Asia)였다.
누구에게나 품위 있는 노동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오늘날 ILO의 1차
적 목표는 남녀 모두에게 자유, 형평, 안전 및 인간의 존엄이 전개되는
품위 있고 생산적인 노동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다. ‘품
위 있는 일’은 4개의 전략적 목표를 모두 수렴하는 초점으로서 ILO의 정
책을 유도하고 장래 ILO의 국제적 역할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ILO는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ILO는 그 창설 과정에서
그랬듯이 임금노동자의 요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의 절대 다
수가 남성이며 정규 기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심은 ILO
임무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노동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사
람이 노동을 하지만 모두가 고용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세계는 초과근
로와 실업자로 가득 차 있다. ILO는 정규 노동시장 너머에 있는 노동자,
즉 비정규 임금노동자, 자영자, 가내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 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5%, 우리나라가 50%, 중남미의 경우 거의 60%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새로이 창출된 도시 일자리의 9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하는 자는 누구든 노동의 권리를 갖는다. ILO 헌장은 조직 여부
와 관계 없이, 노동의 장소와 관계 없이, 공식 경제에서든 비공식 경제에
서든 가내․공동체․자발적 부문을 묻지 않고 ‘근로조건(conditions of
labour)’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 증진은 중심에 있는 목표이다. 근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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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근로의 가능성 자체를 증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ILO의 규범적 기능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하고 이들이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 품위 있는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확대해 줄 책임이 있다.
ILO는 작업장에서의 권리 증진 못지않게 실업자에 대한 관심과 실업과
불완전고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업 발전
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도 이 목표의 중심에 위치한다.
품위 있는 노동은 적정한 사회적 보호하에 적정한 수입을 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생산적 노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누구든지
소득의 기회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그
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기준을 희생시키지 않은 고용, 소득, 사회
적 보호가 달성되는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향한 대로이다. 삼자주의
(Tripartism)와 사회적 대화 모두는 그 올바르고 보장되는 참가 및 민주
적 과정이라는 면에서 목표이며, ILO의 모든 다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
하는 수단이다. 발전하는 세계 경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기회를 제
공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참가적․사회적 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
들 기구는 경제적․사회적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성에 대한 협의를 하여
야 한다.

2. 내 용
가. 세계화와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세계화와 급속히 변화하는 생산시스템은 고용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
와 문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전세계를 통한 비지니스는 새로운 기술, 새
로운 경쟁자, 변덕스러운 금융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것은 종종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조직이 재편됨에 따라
특히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세계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에 맞추기 위해 자본집약적 체계가 도입된다. 특히
산업에서의 급속한 생산성 증가로 말미암아 혹자는 성장의 고용 집약성
이 항구적으로 감소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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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른 부문,
특히 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고
급기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한편, 비용 압박이 동시에 저임금
의 보호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노동자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 복잡해진 세계의 생산시스템의 증가와 더불어 전개
되고 있다.
나. 투자와 고용
재정 관련 규정의 고용효과와 노동시장 기구가 투자자의 인식과 그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등은 장기적 고용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다. 이 문제는 노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의 임
무를 띤 조직이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최근의 경제적 위기가 고
용 및 소득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도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교육․훈련의 중추적 역할
생산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어떠한 사회든 그 구성원이
적절한 ‘지식과 기능(knowledge and skills)’을 갖지 않고는 세계화된 환
경에서 성공할 수 없다. 지식과 기능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적응력을 갖
춘 생산성 있는 기업을 확보하는 데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발전
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교육․훈련이 기능을 잘 발휘하
는 시스템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많은 그룹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경제적․사회적 통합력을 제고한다. 이것은 특히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러 형태의 차별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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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기능․취업 가능성에 대한 투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공공투자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노동시장과 훈련기관은 생산체계에서의 지식의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리다. 현저한 불평등, 특히 성의 불평등이 교
육․지식․기능에 접근할 때부터 존재한다. 그 결과 실업 감소에 도움을
줄 기능개발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
지식․기능․취업 가능성에 대한 투자프로그램은 인적자원개발이 고
용증대를 지원한다는 전제에서 구축된 새로운 전략적 이니셔티브이다.
이 계획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서의 경쟁력, 고용, 생산성에 대하여 평
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기업에서의 기능․능력에 대한 투자를 증
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또한 교육․훈련제도에서의
성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할 방안과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
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견습제도가 갖는 효율성을 개발함으로써 ‘학교
로부터 작업장(school-to-work)’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함이다.
ILO는 조직 내에서와 함께 외부의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작업을 통하여 성공 사례
를 찾아내고 기능개발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익을 창출한 사례를 탐구
하고 이 과정으로 효과적으로 안내한 기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이 분야에 전문가그룹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
적․국제적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항상 ILO의 관심사 중 핵심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르러
관심을 끄는 새로운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작업스케줄이 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
산체계, 가정․지역사회․시장활동의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고용관계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노동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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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널리 고용촉진 또는 그 질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결코 직설적인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에 노동시간이 길
어지기도 한다. 노동시간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노동
시간 규정과 제도는 이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 청년실업
노동시장 접근의 불균형은 특히 청년 남녀의 고용상의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청년들은 비정규․계절적 고용에서 흔히 발견되며, 이들의
실업률은 성인실업률에 비해 훨씬 높다. 청년실업은 따로 떼어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고용 가능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수요
부족의 결과이며 노동시장의 기회배분방식의 불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이
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의 액션이 필요하다.
사. 21세기의 경제적․사회적 안정
1990년대의 화두는 ‘불안정(insecurity)’이었다. 개도국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 불안정을 겪었고 선진국에서도 많은 이들
이 사회와 작업장에서의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무력감을 가
지게 되었다. 많은 공동체가 사회적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주류적
(mainstream) 서비스로부터 분리되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 비정규노동의 확대 그리고 고실업률이 부분적으로 작용하였다. 자신
이 가진 기능으로서 다소의 안정을 누렸던 이들조차도 급속한 구조적․
기술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들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최소한의 집단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가 미흡한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자, 가정․거리․공동체에서의 안정을 해치는 수많은 형태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그 희생자가 되었다.
ILO는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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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경향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 성장
과 완전고용을 촉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종합보고서
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장래의 발전 전망도 하게 된다. 21세기는 20세기
의 규범과는 달리 보다 많은 이들이 신축적인 노동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비공식 경제에 계속 종사하게 될 것이고, 선진국
에서는 새로운 일련의 기능을 정규적으로 취득하고 작업장에서의 지위
에 변동을 겪게 되며 노동력의 입․퇴출이 빈번해질 것이다. 그들에게
적절한 개인적 안정이 보장되는 한 생산적․효율적인 노동을 제공하게
된다. 정책입안자, 사용자, 노동조합에 대한 도전은 안정을 수반한 개인
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 시민사회단체의 성장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요한 변화가 시민사회단체의
등장이다. ILO의 입장에서는 두 그룹이 특히 주목된다. 첫번째 그룹은
정규고용 시스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규부
문의 자영자와 소기업인들을 포함하며 점차 사용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또한 종전의 정규 사무직 노동자들로서 해고된 자들 또는 가내노
동자단체로서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이 증
가하고 점차 조직화됨에 따라 이들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캠프로 발
전하게 된다.
두번째 그룹은 무수히 많은 NGO들이다. NGO의 성장과 발전은 현시
대의 특징이다. 이들은 국제적 협력사업의 중요한 카운터 파트이며, 협
동적 시민과 노동자 복지를 지향하는 많은 다발적 이니셔티브 외에도
행동준칙과 사회적 표상을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NGO는 힘, 유연성과
형상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결점을 보이기도 하고 행동
이 산발적인 경우도 있으며 대표성이 불확실하고 존립 기간이 제한적이
고 재정이 불안정하다. ILO는 이들 그룹과의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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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협력하여야 한다.

3. 세 가지의 기준
품위 있는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소
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차적 수단이다. 품위 있는 노동의 개념은 노동
자의 보호와 생산체계, 노동의 질과 양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권리와 개
발 사이의 관계 등과 같은 이슈를 향한 것이다. 품위 있는 노동의 관념
과 실체는 경제․사회적 구조, 경제발전의 단계 및 상이한 제도적 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품위 있는 노동의 성취는 또한 적정한
거시경제적 기타 공공정책 그리고 사회․경제적 목표를 통합하고자 하
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에 달려 있다.16)
그와 같은 광범위한 접근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가사회와
국제사회의 범위에서 통합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일치된 세계적
대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품위 있는 노동
의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언급할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ILO 기준에서와 같이 노동기준을 세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새로운 사회제도를 가꾸는 데 그와 같은 기
준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진척을 가져올 수가 있다.
첫번째 부류는 노동하는 남녀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두번째는 상승적
또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다. 세번째는 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노
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보다 기술적인 규정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첫번째 기준은 공적 자유와 사회권을 다루는 헌법
규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철폐, 고용기회와 처우의 균등에 관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본질적인 성질을 인정하고 국제적 제도도 이들이 분명히 지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데 일치하고 있다.
16)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to the 87th Session(June
1999)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 IL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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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규약에 관계된 일이다. 그리고 ILO 헌장, 몇 개의 ILO
협약 그리고 1998년 6월 ILO 총회가 채택한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
리에 관한 선언 및 그 후속 조치와 관계된 것이다. 이 텍스트는 기본적
으로 IL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국제적 협약이 갖는 순전히
국가간의 성격을 넘어서기 위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선언
은 위에서 언급한 본질적인 사회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바로 이
점에서 이들 권리의 실현을 위한 상세한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 간결한
문장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그 설득력에 한계가 있고 후속 조치도 전통
적인 ILO의 감독 메커니즘에 비하면 탄력적이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일차적으로 회원국을 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선언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세계무대에서의 새로운 연기자들을 위한
직접적 참고가 될 것이다.
이 선언은 ILO 및 대규모 국제 재정기구에 공통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의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따라야 할 규칙을 정의하는 데 이용될 수 있
다. 이것은 또한 EU, 유럽각료회의, NAFTA 및 MERCOSUR와 같은 지
역공동체가 채택한 사회헌장에 특히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와
같은 헌장들은 대체로 ILO 기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선언은 사회정책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일련의 기본원칙을 요구하는
NGO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선언은 다국적기업이 그 사회
적 행동규범을 만들거나 그들의 이른바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감사
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준거를 정의함에 있어 착안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의 이니셔티브가 이러한 상이한 지점에서 국가법을 보충하
거나 혹은 이를 보다 존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두번째 범주의 기준은 직접적인 강제보다는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
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고용, 직업훈련 또는 차별과의 투쟁의
영역에서의 정부의 사회정책을 법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당국의 활동을 보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보다 체계
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들은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된 프
로그램에 적합한 메커니즘과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노동시장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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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할 수단을 특정한다. 고용에 관해
서 본다면 예컨대, 이들 조치 중 일부는 곧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예를 들면 일정한 시기에 청년층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 어떤 것들은 실업척결 전략의 기초로 제공되기
도 한다(직업훈련체계의 변경 혹은 보다 단순하게 지리적․직업적 이동
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등).
이들 기준은 그 표현에 있어 일반적․신축적이며 기본적으로 이니셔
티브 역할을 한다. 이를 실천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조치의 채택이 요구
된다. 이 사항들은 사용자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즉각적인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목표 등을 향해 작동하는 수단의 의무, 즉
일정한 행동의 수행, 일정한 계획의 수립 내지 집행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일한 법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적 기준과 함께 직접 강제적인 규
정도 공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기회 및 처우의 균등에
관한 법이 여기에 관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선언적 규정에 더하
여 문제된 영역에서 행해진 차별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들도 있다.
프로그램적 기준의 좋은 예는 일본의 것으로 입법이 일정한 자에 대
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을 다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행정관청, 대부분의 경우 노
동부의 책무로서 노동조합과 함께 기업을 설득하여 입법정신을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6년의 예를 들면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법은 사업주에게
정년을 최저 60세(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로 연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1990년에 또다시 개정될 때에는 퇴직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재취업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노동성은 행동프로그램을 작성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취한 조치의 효과를 끌
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계기로 1994년에는 정년을 60세로
강제하였다. 법률은 공무원의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65세에 이를 때까지 종사시키도록 하였다. 비록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의 확대정책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용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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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국의 법 전통의 범위 내에 깊숙이 머물러 있다.
프로그램적 기준은 그다지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들은 기업에 대
한 경영압박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용된다. 나아가 이들
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근로시간의 개혁과 같은 일정한 주요 주제에
관한 현대적 사회정책을 고안하기 위하여 이들이 제시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노동기준의 과반수가 기술적 내용이 한층 전문적인 세번째 그룹에 속
한다. 이들은 근로조건, 법절차 및 노동행정에 관한 것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도 있다. 이 영역은 노동의 법적 보호의 장래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국내의 그리고 국제적 입법자들은 상반된
목표, 기업주와 임금근로자 또는 다른 그룹 사이의 대립관계 속에서의
긴장,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일반의 이익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 등에 봉착해 있다. 선택은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이 선택은 어
느 정도 공식 협상 또는 상호 양보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복잡한 중재
과정의 결과인 경우도 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이 기준의 유
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작업장에서의 보건과 안전과 같은 주제에 관해서는 다른 주제에 비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비록 실제 적용방법 또는
당면한 개혁의 속도 등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
적 변화와 관련된 이 영역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관심을 공유한다. 예컨
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유럽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공동의 접근이 공고성의 지지자와 유연성의 옹호자가 견해를 달
리하는 주제에 관해 성과를 얻기는 한층 어렵다. 노동시간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예이다. 노동시간에 관한 종전의 국제적 기준이 새로운 기술적
압박과 사회적 수요에 적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대립이 있다. 국
가적 제도에 있어서 관료적 전망과 유연성 결여의 결과로 대부분의 경
우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은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은 복잡하고 중
요한 문제에 관한 다양하고도 상이한 관점을 조정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여성의 야업금지 철폐를 둘러싸고 여러 해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립해 왔다. EU의 각종 기구가 그 해결책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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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럽 노동법에서는 거의 해결의 기미
가 보인다.
이와 같은 기본 규칙에 관한 합의는 근래에 들어 보기 힘들다. 그 결
과 노동법의 모든 영역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과거에 비해 이익을 대표하는 일이 한층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지기도 매우 어렵다. 그 결과 법률 분야의 장래는
경제적 압박과 노동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메커니즘의 조정이 안정된 형태로 재정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Ⅳ. 노동법의 질서 기능

1. 고용구조의 조정과 노동법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직종이 사라지는가 하면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기에는 채용과 해고가 증가하여 노동시장에
서는 혼란이 조성되고 근로자들에게는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구사회주의권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중동국
가에서는 정규고용이 5∼15% 가량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심한 경우 4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있다.17)
성장 영역으로 신속히 이동한 근로자들은 곧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임금하락, 비정형 저임금직종으로의 이동,
실업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경제가 도약할 때의 직장과 임금을 다시
얻는 이들에게는 충격은 단기간에 그친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은 기능
이 부족한 경우 또는 보호 영역에서 비교적 고임금을 받다가 그 보호막
이 없어진 경우에 항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17)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5,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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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관점에서 재취업과 지속적인 성장은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가 된다. 거시경제적 개혁의 시기와 내용은 노동수요가 회복되는 속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정책도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전
환을 가속화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날의 숙제이다.
오늘날 국제경쟁력과 기술혁신이 세계 각국의 시장과 조직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장의 세계화와 분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신기술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 대하여 기
업전략과 조직구조를 변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이전이 날로 용이해지고 노동비용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신흥산업국가(NICS)에서 노동자와 관리자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보다
산업화된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엄청난 비용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지역
협력체제의 구축에서 볼 수 있는 무역장벽의 축소 노력은 국가적 제도
로서의 노사관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고용 관행에 있어서 문화를 넘나드
는 배움과 혁신의 이전을 위한 기회와 필요를 증대시켰다. 동시에 이와
같은 발전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관계와 인적자원관리를 어떻게 조직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단적으
로 말해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충분히 개발․활
용되어야 할 자산으로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극소화하고 엄격히 관리
해야 하는 비용으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인 것이다.18)
노동법에 대하여 요구되고 있는 ‘탈규제’의 논의는 “노동법적 구속이
― 이로부터 초래되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의
요구에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공통적인 기초로서 우선 분업경제라는
‘순수한 모델(Model pure)’을 그려 놓고 다음으로 이를 ‘저해하는’ 주변
18) Kochan, Thomas A., Shaping Employment Relations for the 21st Century
(Address to the Second Regional Congress of the America's Inter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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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외부의 영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경제학적 이론 구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행동과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는 그 스스로(pen se)가 모델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인이 효율적
인 기업경영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담스럽고 방해되는 노동법 때
문에 그 실천이 어렵게 된다는 불평이 나오게 된다.19) 이렇게 보면 기업
내지 기업인에게 노동법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노동법은 곧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다.20) 그렇다면 노동법 전체가 탈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은 경제활동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헌
법상의 기본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경영현실 특히 인사관리의 현
실을 무시하고 오늘날의 조직론 및 인사관리의 이론과 실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2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노동법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다. “새로운 노동세계에서는 원자화를
통하여 집단적 근로자 보호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분권화 경향을 규율 단위에서 실현하는 노동법은 이미 낡은 것에 불과
하다.”22)

2. 헌법적 검토
기업의 법제도에 대한 관계의 출발점은 경제적 모델의 형성에 있어서
도 입헌국가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 ‘기업 대(저해되는) 법’이라는 대
칭관계가 아니라 ‘법체제 속에서의 기업’이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이 법
체제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고 단행법에 의해 그리고 제도적으로 기능하
도록 되어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개별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
법 제10조)이다.
19)
20)
21)
22)

Deregulierungskommission, Marköffnung und Wettbewerb(1991).
Zöllner, ZfA 1994 S.423ff.
Kittner, Michael, ArbuR 1995 : 385.
Oechsler, Organisationsentwicklung 3 / 9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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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인간의 능력발휘의 자유(Entfaltungsfreiheit)가 인정되며 모
든 기본권 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된다. 그 하나는 개인의 불가침
성과 자율적 행동의 보호이며, 그 둘은 모든 타인의 불가침성과 자율적
행동 가능성의 최대한 보장이다.
이와 같은 긴장관계는 사회국가 원칙에 의한 국가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생활 사정이 불균형한 경우에도 균등한 발전 가능성을 위한 행동
의 의무와 보증인의 지위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 국가는 ‘정당한 사회
질서(gerechte Sozialordnung)’를 확보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
성으로부터 ‘시민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와 인간성을 보장할 책
무’23)가 있다. 이것은 사적 자치(Privatautonomie), 즉 계약을 통해 거래
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위해 특히 의미를 갖는다. 사적 자치는 자유
로운 자기 결정(Selbstbestimmung)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할 정도로
강한 지위에 있게 되면 계약 상대방에게는 타인 결정(Fremdbestimmung)
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사자가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계약법
이라는 수단만으로는 실질적인 이익균형을 기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현
실속에 헌법상 보장된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면 국가의 규율은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24)
노동생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전형적인 관계에 그와 같은 힘의
균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25)가 확정한 가
정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경제학이나 법학의 학설 중 이를 부인하는 견
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그 균형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노동법은 자치에 적대적인 존재
(Autonomiefeindliches)가 아니라 자치를 조장하는 존재(Autonomieförderndes)라 할 수 있다.26)
23) BVerfGE 22, 180, 204.
24) BVerfGE 81, 242, 254ff.
25) BVerfG, DB 1995 S.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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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업 경영과 계약관계하에 있는 분업 경영은 법제도 내에서 필
요한 경우 법에 의해 조성된 거의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라는 조건하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노동법은 본래부터 분권성과 유연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사간에 필요한 힘의 균형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만 조성될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아래로 그리고 신축성 있는 수준으로 위임되어 있다.
즉 단체협약제도와 노사협의제도가 그것이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을 통해 단체협약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
에는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인 단체협약제도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가 포
함되어 있다. 이 단체협약제도에는 단체협약의 직접적․강행적 효력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권성 및 자율성을 지향하는 헌법상의 보장 규정을 올바
로 이해한다면 단체협약 당사자를 위하여는 국가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협약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강행성을 가진 법규정
은 그 상위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 되며, 명백히 표현되어
야 한다.27)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교섭, 대각선교섭, (소)산별교섭 요구가 증가하
고 있는 경향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일률적 협약의 장래에 대한 논의가
있는 데 비추어 보면 국가적 규율에 대한 관계에서 단체협약이 갖는 분
권적 성질과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가입의 자유에 근거하
여 그 적법성을 갖는다는 점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공동결정의 헌법적 기초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거기에
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헌법재판소28)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부터 기
업공동결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속적 위임은 부인하였으나
“입법자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지분 소유자의 사회적 구속을 분명히 하
였고 또 강화하였다.”29) 헌법재판소는 공동결정법이 ‘기업경영의 경제적
합법성을 사회적 합법성으로 보충하는’30) 임무를 가졌다고 하였다. 그
26)
27)
28)
29)

Kittner, ArbuR 1995 : 386.
Säcker/Oetker, Grundlagen und Grenzen der Tarifautonomie (1992).
BVerfGE 50 : 290, 349.
a.a.O.

236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결과 기업 목적은 타인. 즉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사업장 공동결정의 헌법적 근거를 무엇보다도 확실히 하였
다. 사업장 공동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존엄과 개인능력의 발
현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31) 즉 사업장 공동결정법 및 공
공부문의 직원대표법이 보장하는 “집단적 보호는 독일기본법 제20조 제
1항32)의 사회국가원리에 의해 보증되고, 이 보호는 그들(근로자들)에게
작업장에서나 근무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나 최대한의 자기 발현과 자
기 결정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원칙은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적용된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
바 Maastricht 결정에서 밝혔듯이 독일의 EU에의 통합은 EU에 상응하
는 기본권 보장 구조가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33) 공동체 자체
가 회원국들의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사회헌장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헌법에 부합하는 경제는 협동
적 기업경영을 요구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권리와 공동결정이 방해로서
작용하는 ‘순수한 시장경제’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근
로자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장할 때에만 합헌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협동적 형태의 기업경영은 주관적인 애착
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적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34)

30) BVerfGE 50 : 290, 350.
31) BVerfGE 28 : 314, 232.
32) 독일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연방국가(Sozialer Bundesstaat)’라
함은 ‘사회주의적(sozialistischer)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국
가’라는 의미에 가깝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
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2
항)는 규정이 있어 독일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
우가 많다.
33) BVerfG, NJW 1993, S.3047.
34) Kittner, M., a.a.O., S.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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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경영과 해고제한
노동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신고전적․보수적 견해는 무엇보다도
‘탈규제’ 또는 ‘비용 절감’의 이름하에 제시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규
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량해고 요건의 완화가 주장되고 있고35), 법원은
이 주장을 이미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36) 단체협약의 인사동의 조항의
해석을 완화하기까지 하였다.37)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 일부 사용자측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38)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들은 ‘지나친’ 해고제한으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고제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
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증대는 물론 직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9)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근로자에 대한 ‘과보
호’라 표현하기도 한다.
“법원이 해고의 요건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해고
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다 해고무
효확인소송이 오래 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한몫
한다. 그 결과 지나친 해고제한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채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
······ 계약 위반의 질서문란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즉시해고
가 정당화되지 못하고, 장기간의 질병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면 기업

35)
36)
37)
38)
39)

이광택, 법정신문 95. 9. 18.자 1면 참조
대판 91. 12. 10. 91다8647 (동부화학사건)
대판 94. 3. 22. 93다28553 (삼풍공업사건)
이광택, 미디어오늘 96. 5. 15.자 4면 참조
Hönsch, Der Arbeitgeber 1989, S. 203 f.

238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인으로서는 해고제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40)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계약 위반의 질서위반 행위
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즉시해고가 가능하고 장기간의 질병은 보통(통상)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었던 이유는 즉시해고의 경우 아주 단순한 사안이었으며, 질병해고
의 경우는 증거 문제 때문이었다.41) 그러므로 기업인으로서 해고가 예
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인상을 굳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이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장기화되고 복직권(취로청구권)의 행사가 비효과
적인 만큼 보통의 해고소송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보
다는 근로자가 그 권리의 회복을 양보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받는 화해
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
다. Max-Planck 연구소의 해고실태 조사연구42)에 의하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불과 3.4%만이 기
한을 정함이 없이 복직되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 해고제한제도 때문에 사용자의 채용 관행이 달라
졌다는 것은 자의적이고도 방법론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
다. 이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것으로 독일에서 1985년에 제정되었던 취
업촉진법(BeschFG, 1985)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18개월(소규모 사업장
의 경우 24개월)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허용하였는데 이 법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증가된 것은 기껏해야 0.5%에 불과하다. 취업촉진법에
의해 체결된 근로관계의 약 95%는 이 법이 없었어도 유기의 근로계약으
로 체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3)

40) Jahresgutachten 1989, Ziff. 370.
41) Kittner, a.a.O., S.387.
42) Falke, Höland, Rhode, Zimmermann, Kündigungspraxis und Kündigungs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7), Bd. I. S.149.
43) Vgl. Büchtemann, Mitbestimmung 1989, S.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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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법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법원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을 가
려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유럽 차원의 전문가위원회
의 조사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은 다른 EU국가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계산상의 해고 비용이 약간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4)고 하였다. 채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채용되는 자가 기업의 시
장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볼 때 필요로 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중
요하다.

4. 인적자원으로서의 근로자
독일의 경우 경제전망전문가위원회(Sachverständigenrat)는 최근 격변
하는 노동시장의 현상에 착안하여 1994∼95년의 평가보고서에서 1989년
이래 지속적으로 취하였던 입장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들은 “종전의 경
제활동으로부터 실업이 되는 숫자가 높은 만큼 ― 예컨대 독일의 경우
1993년에 약 280만 명에 달했다 ― 해고제한법에 의한 제한에도 불구하
고 노동시장에서 높은 신축성이 존재한다. 이로부터 해고제한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해고수당과 해고회피대책(Sozialplan)의 형태로 지급하
는 해고비용이라고 추측된다”45)고 하였다.
곧 이어 이들은 실증적인 단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대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써 최초의 언급과는 모순이 되고 만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그들의 근로자라는 인적자본에 이미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언제
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해고제한법은 고
용에 적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저 규범을 제외한다면 지나
친 것이다”46)라고 하였다.
경제전망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단정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적어도 오
늘날 존재하는 해고제한법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데
44) Soziales Europa, Beiheft 1/95, S.28.
45) Jahresgutachten 1994/95, Ziff. 442.
46) a.a.O., Ziff.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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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인적자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언제든 고용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해고제한법으로 인
해 바람직한 기업인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라는 법질서에 의해 뒷받침된 확신이야말로
조직관리학․인사관리학에서 요구되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
있는 전문가’47)가 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는 장래의 근로자에 대한 기대로 “전문 영역에서
의 깊고 폭넓은 자격, 개관력 및 연계능력, 문제해결․결정․행동의 의
지”를 든 바 있다.48) 여기에다 이들 근로자가 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해
고제한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그와 같은 기대야말로 해고무효소송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를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49)
한편 미국과 독일의 해고제한법의 비교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해고제
한이 두터울수록 국민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기업은
불황기에도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경기 회복기에는 인력난을 겪는다. 자격을 갖춘 인력인 경우 더
욱 그러하다. “해고제한법과 해고회피대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해고
가 지금과 같지 않게 보다 수월했다면 1993년의 해고자 수는 훨씬 많았
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조정력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긍정적인 요소
를 지닐 수 있다. 불황기에 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은 해고자를 늘리는 경
우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고유의 인적자본은 그대로 유
지되고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50)
이와 관련하여 Kiel 소재 세계경제연구소(Institut für Weltwirtschaft)
의 Soltwedel와 같은 규제완화론자 자신도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경영
인들이 감원이 지나치게 행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종업원들 간에
47)
48)
49)
50)

Oechsler, a.a.O., S.32.
Handelsblatt 25. 7. 1995
Kittner, a.a.O., S.388.
DIW 4/95,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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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황기에서조차 두려움과 사기 저상이 사라지지 않고 기업문화가 손
상을 입게 되고 신뢰가 떨어졌다”51)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5. 노동법의 발전방향
현행 노동보호법이 근본적으로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기술
적․경제적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판의 여
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실적 학문인 경영학에서 변화의 필요성
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Oechsler는 ‘노동법의 위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정된 산업사회에서 등장한 노동법 체계는 신축적인 정보
사회로의 구조조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
영․조직학 및 인사관리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에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새로운 노동세계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위
한 개념이 전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52)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로 Oechsler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다.
- 단체협약이 지나치게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단체협약이 지나치게 분권화되어 있다).
- 단체협약 레벨과 사업장단위의 합의레벨 사이의 새로운 연결을 위
한 종합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 (콘체른 단위 및 기업단위의) 종업원평의회가 기업조직에 대응하는
적응력이 부족하다.
-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판사들의 전략경영 및 조직관리학․
인사관리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Oechsler는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노동법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며 결정의 재량을
넓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중에서 ‘단체협약 레벨에서의 과
정을 중시하는 협정’과 ‘신축적인 일괄해결에 관하여 사업장 레벨로의
51) FAZ 25. 3. 1995
52) Oechsler, a.a.O.,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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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연결’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그는 종업원평의원의 광범위한 정보
청구권이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고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직접참가제도
의 도입을 주장했다.
Oechsler는 그러나 점차 원자화 및 집단적 보호의 일방적 축소로 이
어질 우려가 있는 노동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해진 유연화의 지속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그는 노동법에서의 분권화와 규제완화를 하되 이는 근로자 개인의 능
력 발휘와 협력구조를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집단적 보호가 보
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관하여 그가 특히 문
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혁신적 기업구조와 헌법적으로 적합한
보호법의 현실적 공생을 위한 시도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은 분명하다.
현대의 조직론이 장래의 근로자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있
는 전문가’로 보고 또한 이와 동시에 구조적으로 노동법상 불리한 지위
에 처해 있음을 인정한다면 여기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
명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법적인 조정의 문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개별적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집단적 보호를 포기하
지 않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개별적 선택의 자유, 유연성 또는 작업장에서의 자율 등으로 표현되는
것의 대부분은 어떤 구체적 노동 상황을 집단적 관계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개별적 계약 수준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그
것이다. 이와 같은 법규범하에서는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일방적 지시권
을 인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정책의 목적으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언급한다면 기업은 주어진 세력구조하에서 ‘협력’ 대신 ‘명령’의 원칙으
로 치닫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과
반대된다.
근로자에게도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진지한 의미에서의 유
연화는 오래 전부터 ‘시간 주권’(Zeitsoveränität)의 이름하에 논의되고
있다. 실례로 독일금속노조(IG Metal)가 1995년초 Bayern 지역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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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서 도입한 개인별 근로시간 계정(Arbeitszeitkonto)을 들 수 있
다.53) 아직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야는 그룹(팀)작업의 도입시
새로이 등장하는 수평적 보호 문제이다. 과제를 그룹에 맡기는 것은 한
편으로는 자유와 관계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갈음하여 아마도 보
다 큰 압박감 속에서 그룹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근로
자로서는 얻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규율할 문제는 근로자 보호가 아
닌 소수 보호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 않을 것이다. 충분하고도 유연화의 관점에서 바람직하
기도 한 것은 실효성 있는 노사협의의 형식을 통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다.
시도해 볼 만한 것은 집단적 관계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
체적인 작업과 그 작업에 관련되어 요구되는 자격 등에 대해 가장 잘 숙
지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우선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종업원평의
회는 구체적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나 현장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노동법과 기업경영은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
다. 헌법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노동법상의 의무로 지워진 것은 ‘인
적자원’과의 매끄러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스스로의 이익에 결국 부합
되는 것이다. 규제완화 대상에 노동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법의 축
소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얇은 널빤지에 구멍 뚫
기’를 촉진할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노동법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술적․경제적 발전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집단적 보호법
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업의 유연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근로자의 개
별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전히 ‘근로자의 구조적 불리성’
으로 특징되는 노동세계에서는 온전한 ‘집단적 우산’이 함께 존재함으로
써만 가능하게 된다.
53) IG Metall “direk“ 6/95,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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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발전되는 노동법은 국제적 척도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
이 아니라 효율적인 기업조직과 생산을 위한 기초와 원동력이 되는 것
이다.

□
9 노사관계환경의 변화와 노사자율질서의 발전방향

하 경 효
(고려대 법대교수)

Ⅰ. 문제제기

전통적 노동법질서는 산업사회의 형성․발전과 함께 나타난 노동문제
를 체제 내에서 극복․해결하기 위하여 형성되었으며, 사용자에 대한 종
속적 지위에서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제공을 하는 대량생산 체제의 공장
제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는 국가의 보호법규와 더
불어 자조적 단결을 통해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기본 관념을 토대
로, 단결체를 통한 집단적 자율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를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협약
자율질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사업
장 내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의 자율질서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리
하여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과 노동의 자유이동이 가속화되어 가는 세계경제
질서, 그리고 산업기술 발전의 고도화와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종
래 노사자율질서의 구조와 내용이 앞으로도 여전히 타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이나 지식산업 부문의 종사
자가 늘어가는 상황에 비추어 종래 공장근로자를 전형으로 하여 형성․
발전된 노사관계질서의 구조와 내용이 서비스용역 부문과 같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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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고용형태에 문제해결 규범적 기초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노사관계질서와 관련한 다른
나라에서의 일반적 변화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노사자율
질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전망해 보
고자 한다.

Ⅱ. 노사관계의 변화 요인과 내용

1. 노사관계의 변화 요인
가. 세계경제질서의 자유화․개방화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과 재화
의 나라간 이동에 대한 장애요소가 제거되면서,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단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선진산업국가에서
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기업조직과 생산방식뿐만 아
니라 노사관계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경제
협력체의 결속을 공고히 하거나 이를 새로이 구성하는 현상이 근래에
들어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EU가 회원국간 자유이동의 확보와 통합
화폐의 사용에 이어 최종 목표인 유럽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
소의 하나로서 노사관계 부문의 조화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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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상(像)의 변화
노동법 형성 당시의 근로자상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노동력만을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저임금근로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적 약
자로서 근로자는 국가의 강행법규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였던 것
이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정보화 시대에도 종래 전제로 삼았던 나약하
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근로자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인가? 다시 말해 민법에서는 합리성과 주의력을 가지고 자기책임하에
행위하는 인간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노동법의 경우 근
로자보호 이념의 실현을 위해 여전히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현실에서 나
약한 근로자상을 기본으로 한다고 이해할 것인가의 의문이 있다.1)
오늘날 업종이나 사업 분야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고 상호근본적인 이해대립 관계에 있다는 관념이나 획일적인 집단적
규율 형식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사업 성격이나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
는 근로시간에 대한 협약상의 제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
을 것이며, 사업자가 근로시간을 고객(시장)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에
는 이러한 한도에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임금의 가변성이 매우 높
은 직업 영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보수체계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즉
협약임금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기업의 수익 기회와 함께 손실 위험도
부담하는 보수체계가 객관적으로 필요하거나 노사 모두 진정으로 원하
는 분야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처럼 개별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
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에는 집
단적 보호보다는 자신의 의사에 의한 규율을 원하게 되고 또한 실제로
1)

이에 대해서는 Fastrich, Vom Menschenbild des Arbeitsrechts, in :
Arbeitsrecht in Bewährung, Fests. für Otto Rudolf Kissel, 1994, S. 19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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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
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비전형화
선진산업국가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비전형근로형태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 시간제근로, 임시근로, 변형근로, 파견근로 등의 비전형근로
가 확산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높은 실업률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②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구조에 대한 기업의 요
구, ③ 노무제공의 탄력성에 대한 근로자측의 요구 및 소득 확대의 필요
성이 지적되고 있다.3)
그러나 고용촉진과 사업장 운영에의 탄력성과 관련한 비전형근로관계
의 확산은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이 비상용․불안정 고용형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확실성
에 따른 기업경영의 사정변경 위험을 근로자측에 전가시키는 문제가 야
기됨에 따라, 규제완화와 탄력성 제고 차원에서 확대되는 비전형근로형
태에 대한 제규제가 논의되는 실정에 있다. 비전형근로자들이 상대적 저
임금, 근로시간의 불안정, 실업 위험, 승진기회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실
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초기에 노조는 비
전형근로자들과 노조의 이익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들이 상시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
조건의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실업문제 해결과 상시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관련하여 비전
형근로자에 대한 노조의 대응도 신축성을 가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Loritz, Veränderung der wirtschaftlichen Grundlagen ― Konsequenzen für
das Arbeitsrecht, ZfA 2000, S.267ff.
3)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하경효․김상호, 세계화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 노
총중앙연구원, 1996, 1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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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섭의 분권화․협약자율의 완화에 대한 요구
선진산업국가에서의 노조 조직의 주된 형태는 산별조직이며, 단체교
섭은 초(超)기업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산업별․업종
별 또는 지역별로 행해지던 단체교섭은 점차 기업단위에서의 규율 가능
성이 넓어짐으로써 분권화된 교섭(decentralised bargaining)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산업이나 업종 부문 차원의 교섭(sector level
bargaining)이 쇠퇴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임금의 탄력성을 보장하
는 동시에 상여금이나 직무 및 능력에 기초한 개별적 임금협정이 보편
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업적 차원의 단체교섭체계와 사업
장단위의 경영참가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별하는 독일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과 같은 단체협약의 규
율 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기구인 경영협의회(Betriebsrat)와 사용
자 사이의 경영협정(Betriebsvereinbarung)의 대상으로 될 수 없게 되어
있다(77 Abs. 2 BetrVG). 다만 단체협약상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영협정
의 체결을 명시적으로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종래에는 단체협약상의 이러한 명시적 위임규정(Öffnungsklauseln)
에 의거하여 협약상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의 경영협정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단체협약상
의 규율위임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차원에서의 경영협정을
통한 근로조건 규율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점과, 그 규율 내용에 있어
서도 단지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보
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영협정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교섭체계와 협의·참가체계를 제도적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독일의 전통적 관념에 비추어 새로운 논의의 시도인
동시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이른바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
(Günstigkeitsprinzip)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어 특별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4) 이 밖에 협약자율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개정 논의도 있다. 그러나 협약자율과 관련된 모든 법개정 제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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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입법제안이 협약
당사자의 내용 형성의 자유와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광범위하게 배제하
는 내용인 경우에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개별 기업들이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별도로 규율
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협약상의 위임조항을 폭넓게 인정
할 것과 장기실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협약수준 이하의 임금지불을 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정도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5) 협
약자율체계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새로운 입법제안에도 불구하고 협약
자율제도의 본질이 변화되거나 기능이 과소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된 경제질서와 노동시장
여건에 적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약정책의 변화가 우
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6) 사업장이나 기업단위의 근
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규율 현상은 프랑스, 스페인 등 다
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이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고 분권화된 근로조건의 규율에 대
한 요구는 근로자의 관심이 사업장조직, 작업조직으로 이행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업종별·산업별로 집단화된 근로자 조직인 노조를 통
한 초기업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의 필요성이 종래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
의 형성과 함께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사정과 개인적 관심사항을 중
심으로 한 조직과 규율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Hanau, “Die Deregulierung von Tarifvertägen durch Betriebsvereinbarungen
als Problem der Koalitionsfreiheit”(Art. 9. Abs. 3 GG), RdA 1993, S. 1ff.
5) Konzen, “Die Tarifautonomie zwischen Akzeptanz und Kritik in die
Tarifautonomie auf den Prüfstand”, Schrift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Neue Folge Bd, 244, 1996, S.38ff. 참조.
6) Rüthers, Beschäftigungskrise und Arbeitsrecht, 1996,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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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화 내용
가. 전통적 노동법 질서에 관한 문제제기7)
1) 사적 자율질서의 관점에서의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문제
오늘날 변화된 노사관계 환경에 비추어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계약의
자유를 점차 회복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다.8) 협약자율의 정당성 근거가 진정한 사적 자율질서
의 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논리적 설득력을 지닌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기결
정권과 노동법적 규범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려
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9)
2) 경제적 관점에서의 급부의 균형성 유지 문제
협약자율질서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규율하게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와 기능을 인정받아 오
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자 보호가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예컨대, 강력한 해고
보호 규정은 고용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고용유지 기능도 일정
정도 한다는 점에서 고용에 대해 중립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약
에 의한 근로조건 향상이 일정한 한계를 추월하게 되면 고용에 부정적
7)

이에 대하여는 “Zöllner, Der kritische Weg des Arbeitsrechts zwischen
Privatkapitalismus und Sozialstaat”, NJW 1990, S.1ff 참조.
8) 독일에서는 이미 1980년 중반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Hanau, Adomeit, Arbeitsrecht, 9.Aufl., 1988, S. 30 ff ; Löwisch, ZfA 1986,
S. 1 ; Zöllner, ZfA 1988, S.265.
9) Gast, Das Arbeitsrecht als Vertragsrecht, 1984, S.5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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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노동성과에 대한 기여분보다 노
동비용이 객관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로 근로조건 개선이 지속된다면 경
제적 관점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노무제공의 질과 시장가치가 노동비용에 미치
지 못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해고압박 요인과 경영합리화 조치의 원인
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근로자가 제공하는 급부와 협약 자율을 통해
규율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상의 규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 노사관계의 규제완화
노사관계의 탄력성(flexibilisation)과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최근의
노사관계 논의에서 활발하게 주장되고 있다.10) 이 문제는 재화와 서비
스의 생산방식, 그리고 노사관계와 그 규제 형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
의되기 시작했으며, 기업조직의 재구성 및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유지·
강화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노동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고 노동시
장에서의 경직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
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들은 그 내용과 방식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완화하여 근로관계의 비탄력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고제한 제도와 근로시간 규제의 완화
및 새로운 고용형태의 형성 등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나라에 따라 그 정
도와 구체적 내용에서 차이는 있으나 노사관계에서의 경직성과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법론적⋅해석론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11)
결국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근무방식의 변화는 근로관계에
대한 종래의 기본 관념에도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지
10)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의 의미에 대하여는 김희성, ｢노동법이론의 새
로운 모색에 대한 시론｣, 안암법학 , 제14호, 171쪽 이하 참조.
11) 고용증진을 위한 노동법의 발전 전망에 관련한 연구로는 채호일, “고용에
대한 노동법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고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0.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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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감독권, 근로자의 종속성의 의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달리 구성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 참여․협조적 노사관계로의 이행 경향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관계 규율의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근로관계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교섭과 쟁의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정·극복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
화는 노사 당사자를 이해대립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파
악하는 데서 느낄 수 있다. 즉 근로자들은 더 이상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지 기업 차
원의 제도적 통로를 통해 인사⋅경영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12) 이를 당사자 사이의 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
하는 나라도 있으나, 보다 많은 나라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에 의존하는 미국․영국․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전통적인 조합주의와 단체교섭체계에 대한 변화 조짐이 나타
나는 것도 이러한 일반적 현상과 관련하여 파악될 수 있다.13)
특히 미국에서는 파업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사 화합․협력 분위기도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영 실태를 공개하는 등
화해정책을 펴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근로자측에서도 노사 협력의 필요
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노사간의 극한 대립은 완화․감소되는
12) 이에 대하여는 하경효․김상호, 세계화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 1996,
22쪽 이하 참조.
13) Bellace, “Managing Employe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 An
Assessment of National Models”, in Bulletin of Comparative Labour
Relations, Bulletin 27, 1993,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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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노사자율질서의 문제점

1. 노동입법과 적용상의 문제
노사관계제도나 질서의 형성과 관련된 입법에서 가장 밀접하고 직접
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노사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참여 형태와 정도에서 노사 당사자의 합의 내지 타협에 기초
하고자 하는 발상은 이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이점은 있을지 모르나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
동법은 노사관계제도와 질서의 기본 내용을 규율하는 규범적 틀로서 기
능해야 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근로삼권 보장의 의의와 노사 대등성을
기초로 규범질서로서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규율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교섭과 타협을 통해 직접 이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내용적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입법적 기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사 당사자가 노동입법 청원이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되
법안은 전문가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한 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통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는 그때그때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 조급하게
노동입법이 행해 온 점은 노사관계질서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노사 당사자도 노동입법에서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자기성찰의 필요
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노사 당사자 모두 국제 기준보다
유리한 입법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수성을 근거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국제 기준과 원칙에 맞게
노사관계제도를 형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태도를 취하면서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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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유리하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 기득권으로써 그대로 보
장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객관적 타당성 측면에서 설
득력이 약하다. 노사단체가 이익단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틀로서의 노동입법은 결코 노사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노동입법 활동에서도 한계성
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한 국제 기
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법리적 타당성도 없는 현행 규정 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수성이나 상황논리를 내세워 무조건 개정 반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노사관계제도 내용은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보
호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형량을 위한 기업활동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14)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노
사관계제도에 힘입어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
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노사대등성 원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실정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조직력과 단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통
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약정책을 입안하여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정 모두 노사관계에서의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노사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법질서에 위
반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 여건이나 개별 사정을 이유로 법
과 원칙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시도하
는 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
으로 노사관계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현실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객관
적이고 냉정한 검토를 통해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너무 자주 규범적 질서와 원칙을 무
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노동법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 내용이
국제 기준이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긍되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법정
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서는
14) Preis, “Perspektiven der Arbeitsrechtswissenschaft”, RdA, 1995, 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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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 제1
항), 이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0조). 원래 민법상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 기간이 경과하
면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이러한 민법에서의 해지의 자유를 근로관
계의 존속보호(근로자의 직장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
자에 의한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
당한 이유 없이 행한 이른바 사용자의 부당해고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근로관계는 계속 존속한 것으로 되므로 사용자는 부당 해고
기간 동안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법상의 해고보호
제도의 핵심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의 해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해고를 무
효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과 손실을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벌칙 규정을 두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노동법 내에 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규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관행
과 의식의 후진성과 노사관계 실태에 비추어 나름대로의 규정 의미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은 노동법질서라
는 측면, 즉 사적 당사자 관계를 넘어선 노동질서 관계는 특별한 사회적
제도 또는 질서로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인 근로계약관
계가 사용자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
약관계 일방당사자의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 형사
문제로 다룰 사항이 아니며,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노동법 규범들의 질적 평가에서 핵심적 관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
는 자들에게 그 내용이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기서의 정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적 정의 관
념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이전 방향으로 이해된다 할
지라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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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질서의 가치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태도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규율하는 것이 노동법과 노사자율질서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가 있
다.15)
이와 관련하여 노동보호 법규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회보장기구로서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
대, 생리휴가가 모성보호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휴가가 보장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생리휴가로 일하지 못한 데 대하여도 사용자
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모성보호 차원에서의 노동법상
의 보호규정의 원래 취지는 모성보호를 저해하는 근로를 금지․제한하
는 것이지 이로 인해 일하지 못한 데 대한 소득보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해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차 사회보
장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어가게 되면 이러한 규정들은 노동법원리에 부
합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요컨대, 노사관계가 국제 기준과 법원칙에 기초한 규범적․제도적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본래의 해야 할 기능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혼재 현상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집단적 노사질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에
의존하여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단적 실력행사인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될 수 없는
사항도 단체교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사관계가 대립
적․소모적으로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항 내용에 비추
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아닌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
15)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는 Zöllner, NJW 1990, S.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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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서 구분 없이 함께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단체교섭도 어렵게
되고 불필요한 쟁의행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단체교섭과 노사
협의가 제도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채 혼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을 검토 분석할 수 있으나 기업별노조 조직
형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위노조가 기업별 내
지 사업장별로 조직되어 있는 결과 노조가 조직된 경우에는 사실상 노
조의 교섭 담당자가 노사협의에서의 근로자대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담당자에게 근
로삼권을 기초로 한 단체교섭과 협동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협의 내지
근로자참가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또한 근로자참가제
도에 관한 내용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로자참가 기능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거나 영향을 주는
경영⋅인사상 의사결정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참가가 실질적이지 못하다
는 점도 모든 집단적 노사관계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의해 해결하려
는 경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산별노조 조직형태를 기초로 하는 초기업적 영역에서의
교섭을 행해 오던 나라들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산별교섭체계가 오늘날
의 노사관계 환경과 노동시장 여건에 비추어 효율성과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별 기업 또는 사업장
의 노사 당사자에게로의 규율권한 위임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노조 조직과 교섭체계를 초기업단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산업국가와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표준화․통일화되
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별 또는 업종별 차원에서 근로조건의 통일
화를 기하는 표준적 단체협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더욱이 생산체계가 점차 다변화․다양화되어 가
고 고용관계의 유형도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산별조직을 기초로 한
교섭과 협약체결 방식이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생산관계
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서는 선진산업국가에서의 단체협약의 획일화․고정화에서 개별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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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로의 경향과 단체협약과 노사협정과의 관계 그리고 유리한 조건 우
선의 원칙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16)
교섭구조의 변화 필요성과 내용은 향후 노동시장 여건과 노사관계 환
경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선택․결정하여야 할 문제이
기 때문에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기업별조직 형태와 교섭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당사자간에 자율적 문제해
결을 지향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3. 분쟁 해결에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그
리고 집단분쟁과 개별분쟁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한 채 집단적 실력행사
를 통한 자력구제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교섭이나 쟁
의행위의 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근로삼권 보장 의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있는 결과 현실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합병이나 민영화 반대, 사업 양도시 고
용승계 보장, 해고자 복직 등을 위한 쟁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합법성 여부가 노사 당사자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명확하고 통일된 규범적 평가
의 결여라는 측면도 있다. 사업 양도시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하
여는 입법이 없는 관계로 판례에 의해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고는 있으
나 과연 판례를 통해 고용승계라는 일반적 법률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비판적 견해도 없지 않다.17) 또한 해고자복직 문제는 권
리분쟁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서 궁극
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해고자복직
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활동과 관련하
여 해고된 이상 그 집단성을 부인할 바 아니므로 이 문제를 단체교섭과
16) 채호일, 앞의 논문, 289쪽 이하 참조.
17) 김형배․하경효․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1999,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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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학계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에서는 이 역시 노조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상태가 불명확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밖에 노동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노동조합 조직가능 여
부와 관련하여 핵심적 개념인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
다.18) 이처럼 노사간의 법적 분쟁 중에서는 당사자의 잘못된 법 이해뿐
만 아니라 입법의 미비, 일관되지 못한 판례 태도, 학설상의 견해 대립에
의하여 법상태가 불명확한 데 기인한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 평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
라 당사자로 하여금 법의 권위와 존엄성에 대한 관념을 흐리게 하고 사
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 내지는 사용자(단체)와 노조와의 협약자율
관계를 본질에서 벗어나 행정소송이나 형사사건으로 변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노사자율질서에 관련된 분쟁이 분쟁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보다는 공권력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궁극적
으로 해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Ⅳ. 노사자율질서의 발전방향

1. 바람직한 노사자율질서를 위한 기본 원칙
가. 자율과 책임
사업장, 기업, 업종, 산업 등 전분야에 걸쳐 노사 당사자의 자율을 기
초로 노사관계가 조정․해결되도록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은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질서를 위반
하는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자율과 책임체계를
18) 이에 대하여는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 강희
원․김영문,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 2001 ; 강희원․이상윤․조준모․
김영문,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법적지위 ,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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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노사관계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과 원칙의 준수
노사자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기능 조건과 자율의 한계는 국가에
의해 조성⋅설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을 기초로 노
사자율체계의 기능 조건과 한계에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노사
당사자가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노사관계에서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히 인
식될 수 있도록 규범질서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노사 공동이익의 도모
무한경쟁의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서 기업이 존립․발전하기 위해서
는 종래의 노사 이해대립 구도가 아닌 노사 공동이익을 위해 각 당사자
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각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
계를 자율시스템 내에서 정립․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국가의 임
무이다.

2. 노동법의 기능 변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노동법 형성 당시의 조건과는 다른 엄청나게 변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정보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고용구조의 형태가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생활
조건이나 의식도 노동법이 형성될 당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
되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종속노동보호를 이념으로 하여 근로관계 당
사자를 지시․복종관계의 구조와 틀 속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부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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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19)
노동에 대한 기본 관념도 생존수단으로서 임금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근로생활은 능력개발과 인격 실현의 가능성을 부
여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파악되기도 한다. 근로자도 더 이상 국가의 보
호와 후견에 의존하는 피보호자로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로
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20) 이러한 노동관과 근로자상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의 규율 목적이나 내용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법은 변화하는 환경 요건과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법이 형성
될 당시의 근로자보호 이념에 따른 기능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대산업사회에서는 근로자보호라는 하나의 가치에 따른 판단보다는 이른
바 복합적 사고에 의해서만 규명되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늘어갈 수
밖에 없다. 즉 근로자보호와 함께 기업활동의 자유, 파업 중이나 실업
중인 근로자와의 이해관계 등 모든 가치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통해서
만 문제의 타당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환경
의 변화와 인력구조 탄력성에 대한 기업의 전략이나 소득 보전 내지 확
대의 필요성에 따라 비전형근로형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비추
어 전형적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노동법의 내용은 보다 다양
화․탄력화되지 않을 수 없다.21)
이러한 점에서 노동법이 근로자보호체계에서 노사의 이해관계를 타당
하게 조절하는 규범체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개
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과 함께 근로자참가법이 노동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

19) 이에 대하여는 김형배, ｢현대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개정｣, 법학논집 , 제
33집(고대법학연구원 발행), 1997, 157쪽 이하 참조 ; 김영문, ｢노동관의 변
천과 노동법｣, 한림법학 , 제6권, 1997, 199쪽 이하 참조 ; 하경효, ｢노동법
의 기능과 법체계적 귀속｣, 사회변동과 사법질서 (김형배 교수 정년퇴임기
념논문집), 2000, 221쪽 이하 참조.
20) Fastrich, “Vom Menschenbild des Arbeitsrechts”, in Arbeitsrecht in
Bewährung, Fests. für Otto Rudolf Kissel, 1994, S.193.
21) 이에 대해서는 채호일, 앞의 논문, 20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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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다. 산업화 초기의 노사관계를 토대로 형성․발전되어 온 노
동법은 변화된 노사관계 환경과 고용실태, 근로자의 모습과 의식 등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동법의 현대화는 근로자보호의 완화나
기업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사 이해조절체계와 노
사 공동이익에 효과적인 노사 조직체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노동법 이론도 노사간 힘의 균형 내
지 대등성이론에서 노사의 공동이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이론으
로 발전되어 가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22)

3. 발전방향과 과제
가. 진정한 사적 자율질서의 회복
근로계약 당사자간 모두 자신의 이익과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를 규율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노
사협정과 같은 집단적 규율에 의한 보호가 불필요하게 된다. 즉 개별 당
사자간에 진정한 자율질서가 기능하는 영역에서는 집단적 보호가 개입
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
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결국 어느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사적 자율이 아닌 집단적 자율에 의
한 보호체계가 기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노동법질서가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과 내용을 가진 새로
운 고용형태나 사업 분야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규제완화 못지않게 집단적 자율질서 형성 당사자의 탄력성이 요구된
다.23) 그리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급능력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협
약상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
사관계환경변화에 따른 협약규율의 실현을 협약 당사자 특히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들에게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22) 김형배, 앞의 논문(법학논집 제33집), 162쪽.
23) Loritz, ZfA 2000, S.2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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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새로운 보호입법
최근 근로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종속적 노동
보다는 자율적 노동이 많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
에 가까운 특수한 업무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인정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
럼 근로자의 인적 종속성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불안정한 고
용형태, 새로운 경영형태에 따른 종속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함께 나타나
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크게 논
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종속적인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독립
적인 자영업자로도 볼 수 없는 자들의 법적 지위이다. 이들은 근로자는
아니나 사실상 특정한 상대방(위임자)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
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
다. 문제는 보호 방법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이들의 법률관계를
근로관계 또는 도급이나 위임관계로 일률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
문에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사회법적 보호규정의 전면 적
용 또는 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준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 개념을 인정하여 사회보장적 권리만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
면 이들의 계약 내용을 공정거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용 규제를 하
는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24)
새로운 보호입법의 필요성은 비전형근로형태의 확산에 따른 비전형근
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
사관계 규율의 경직성 완화라는 추세에 따라 비전형근로형태에서 노무
24)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전문가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 차원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입법조치와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
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Veränderungen
der Arbeit und Wandel des Arbeitsrechts in Europa ― Schlußbericht ― ,
Europäische Kommission, 1998, 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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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는 이른바 비정규근로자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각각
의 근로형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25) 현
재 우리나라에서도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입법은
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 측면에서의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속 여부가 사실상 사용자의 결정
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보호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
다.26) 따라서 근로계약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구성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으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할 목적으
로 이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제도도 탄력적
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른 새로운 형
태의 노무제공 형태의 가능성들을 열어 준다는 의미에 그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노동시장 또는 노사관계 환경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법이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결코 아니며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노
동보호입법의 변화와 변화된 보호입법체제 내에서의 노사 당사자의 유
연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다. 이중적․병존적 집단적 자치질서
집단적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제도와 근로자대표
에 의한 노사협의 및 경영참가제도가 이중적으로, 병존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과 협약자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적․

25) 이에 대한 연구서로는 강성태,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 대구대 출판부, 2000.
26) 이와 관련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의 논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선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입법의 올바른 방향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를 중
심으로 ―｣, 비정규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6. 7.), 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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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여서는 안 되지만 집단적 규율과 관련한 노조
의 독점적․우선적 지위가 종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통한 참가 기능과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장 자율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7) 집단적 보호로서도
대응할 수 없는 사회 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은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 기능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의 기조에 따라 자유화․개방화 경쟁원리에 기초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
소화해서도 안 될 것이며 복지국가 관념에만 충실하여 근로자보호, 사회
보장을 무리하게 확장시킬 수도 없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국가 개입의
방식과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견할 수 없는 사회변동 위험을 국가가 최후적으로 어
느 정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
가지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능은 집단적 노사자치질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이를 위해 집단적 노사자치
당사자가 이러한 기능 수행을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이나 노사관계 환경
에 비추어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이
다. 특히 노동조합도 단결력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전통적 기능을 다하면서도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안정
이 전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대표에 의한 근로자참가 기능과 노조
에 대한 집단적 근로조건 개선기능이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
로도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7) 김형배, ｢개방화시대의 노동법의 역할｣, (전문가워크숍 자료집) 디지털경제
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대응 (2000. 9. 21.), 한국법제연구원, 7
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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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실제적 모습과 의식도
변화함에 따라 노사관계에서의 법적 규율과 자율질서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결코 기존 노동법체계나
노사관계질서의 근본적 개혁이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
보다도 변화된 환경에서 노사관계를 타당하게 규율하는 실천적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목적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ꊱ
우선 근로자의 개인주의화와 욕구의 다양화 경향에 비추어 집단적 규
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기를 진정으로 원
하는 경우에는 집단적 자율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완화하여 개별 당사자
의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입법론과 해석론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서의 논의는 노사간의 힘의 관계에 비
추어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현실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요건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하여 우선 규율하겠다는 근로자
의 진정한 자유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그들의 진정한 자유의사와 상관
없이 집단적 자율을 무조건 우선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사적 자율의
회복이라는 노동법의 본래적 기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당
사자간의 개별적 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집단
적 자율질서에 의한 근로조건의 획일적․통일적 결정과 적용보다는 근
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기능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노사간의 집단적 자율질서와 개별적 자율질서의 관계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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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진정한 자율질서의 회복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비추어 어떻게 되
어야 할 것인지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28)
ꊲ
아울러 집단적 자율질서에서도 근로삼권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협약자
치와 사업장 내의 근로자대표에 의한 협의 및 경영참가를 내용으로 하
는 노사자치의 기능적 분화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의 활동 범
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장 내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노사자치질서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
면에서 본래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노사간의 집단적 문제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현상
을 극복하고 협약자치가 근로자대표를 통한 노사자치와의 관련성을 가
지고 조화롭게 기능하게 하는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협약자치 당사자는 근로자에 유리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을 목적
으로 하지만 실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이익과 기업의 존립이익도 단체교
섭과 협약규율에서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익의 조화에 대한
관념은 도외시한 채 조직근로자의 이해관계만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노동기본권과 다른 기본권, 취업근로자와
실업근로자,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협약정책을 펴나갈 필요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법과 원칙의 준수 및 자율에 따른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노사 자율질
서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ꊳ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따라 노사자율질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타당한 객관적 규범질서를 마련하기 위
한 입법적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대두되는 노사관계상
의 법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 규율이 요구된다. 또한 법원은 노사자율 당
28) 이에 대하여는 강희원․김영문,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 2001, 6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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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공정한 법해석과 법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계는 학문적
논증을 통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노사자율질서에 관련된 법형
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과 임무들이 각 주체에
대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노사 당사자들에게 법과 원칙
의 준수와 자율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ꋃ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노동개혁
ꊺ

김 형 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Ⅰ. 머리말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촉발된 1997∼99년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기존의 발전모델을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한국경제의 기존 발전모델이
어떤 성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다. 발전국가 모델, 개
발독재 모델, 주변부 포드주의 모델, 외연적 성장 모델, 관치경제 모델
등 이론적 관점과 주안점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규정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99년 경제위기를 계
기로 한국경제의 기존 발전모델이 결정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점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왜 1997∼99년의 경
제위기가 발전모델의 총체적 위기를 발생시켰을까? 그것은 그 경제위기
가 비록 유동성 위기에서 출발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에 파국적인 공황
을 거치면서 전면적 경제위기로 발전하여 기존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일대 타격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절이론의 시각에 따라 한국경제의 기존 발전모델을 ‘주
변부 포드주의’1)로 성격 규정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서
1) 이 글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신흥공업국가의 발전모델을 ‘주변부 포
드주의’로 규정한 리피에츠(A. Lipietz)의 논의를 따른다. 필자는 한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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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포드주의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주변부적인 특성을 가지고 제3세계에서 출현하는데,
한국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주변부 포드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성립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경에 확립된다. 그런데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주
변부 포드주의가 위기에 처한다.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주변부 포드주
의를 떠받치고 있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가 해체되고 병영적 노동통
제가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 투쟁으로
인한 고임금과 그에 따른 대량소비가 출현함에 따라 주변부 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에 기초한 본래의 포드주의에 가까워져 가
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변부 포드주의는 1997∼99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총체적 위
기에 빠져 붕괴되기 시작한다. 2002년 2월의 현시점까지 유동성 위기와
파국적 공황과 같은 순환적 위기는 극복되었다. IMF 외채를 갚고 경기
가 회복되어 이른바 ‘IMF를 졸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를 계기
로 기존의 발전모델은 생명력을 다했지만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모
델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적 위기, 즉 발전모델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확립될 때 비로소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발전모델이 기존의 발전모델과 달리 노동자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높이는 ‘대안적 발전모델’이 되려면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총체적 개혁이 요청될 것이다.
그런데 조절이론의 관점에 따를 때 발전모델의 중심에 자본-임노동
관계가 놓여 있으므로 노동개혁은 대안적 발전모델 정립에 핵심적 요인
이 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주변부 포드주의를 능가하는 대안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인
식 아래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제시하고
그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변부 포드주의를 ‘예속적 포드주의’(김형기 1988)로 특수하게 규정한 바 있
지만 여기서는 그 일반적 형태인 주변부 포드주의로 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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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위기와 ‘주변부 포드주의’의 해체

1. 주변부 포드주의
1987년 이전까지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은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
고생산성과 저임금의 결합, 개발독재와 시장전제주의의 결합으로 특징
지어지는 ‘주변부 포드주의(peripheral Fordism)’로 규정할 수 있다(김형
기, 1999a).
주변부 포드주의를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의 측면에서 본
다면 기술적 및 금융적 종속 아래 ‘대량생산-대량수출’, ‘고생산성-저
임금’의 거시경제적 회로를 가지고 포디즘적 대량생산체제와 테일러주
의적 작업조직을 가진 축적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축적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자본재,
기술, 구상기능의 해외의존을 의미하는 기술적 종속, 외채에 의존한 자
금조달을 의미하는 금융적 종속, 수출의존, 고투자와 대량수출, 대규모
설비투자에 기초한 중저가품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체제,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고 위계적 노동통제를 받는 탈숙련된 단
순반복노동을 의미하는 테일러주의적 노동 과정, 저임금의 유연한 노동
시장, 단능숙련의 노동력의 대량창출과 노동자계급의 저소비로 특징지어
지는 노동력 재생산, 병영적․가부장적․온정주의적 통제가 결합된 전제
적 노사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주변부 포드주의는 특히 대규모의 외채에 기초한 발전모델인 이른바
‘고부채 모델’(high debt model)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한 불안정한 발전모델이다. 아울러 그것은 대량수출에 기초한
‘수출주도 발전모델(export-led development model)’이기 때문에 세계시
장의 수요 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불안정한 발전모델이다.
이러한 축적체제에 규칙성을 부여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 조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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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mode of regulation)은 개발독재와 시장전제(market despotism)로 특
징지을 수 있다. 개발독재는 정부의 투자조정, 신용할당, 행정규제를 내
용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경제통제,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명분 아래 가
해진 인권 및 노동삼권의 억압을 의미한다. 시장전제는 노동력의 공급과
잉이 유지되어 온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압박, 낮
은 노조 조직률 및 약한 노조 교섭력과 단체교섭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의 결여 때문에 비인격적인 시장경쟁의 힘이 제도나 교섭력에 의해 제
어되지 않고 임노동에 대한 자본의 전제지배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주변부 포드주의 발전모델의 윤곽을 그려
보면 [그림 10-1]과 같다.
[그림 10-1] 주변부 포드주의 발전모델

출처: 김형기(1999),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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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7년 이후의 주변부 포드주의
이 발전모델은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을 계기
로 위기에 빠진다. 우선 축적체제 측면을 보면,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로 인한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임금 현상을 초래하여 대
량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량생산-대량수출’이라는 회
로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나 고임금은 대량소비 현상을 초래하여 ‘대량
생산-대량소비’라는 회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주
변부 포드주의를 본래의 포드주의에 근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1987년 이후의 고임금은 주변부 포드주의에 위기와 기회라는 상반된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고임금은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켜 위기를 초래하
였지만, 국내시장을 확대시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였다. 아무튼 고임금
은 고비용 구조를 창출하였다.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용과 함께 고임
금은 주변부 포드주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포드주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생산성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대
규모 생산설비와 결합된 테일러주의적 노동 과정의 단순반복노동을 통
한 부가가치 생산은 그 한계가 명백한 것이었다. 높은 노동강도로 행해
지는 단순반복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 불만이 크게 증대하여 이것이
생산성 둔화의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의 경우 컨베이어 시
스템에서의 강도 높은 단순조립작업이 직무 불만의 큰 요인 중의 하나
가 되었다. 더욱이 1987년 이전의 전제적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대립적
노사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기업 생산
성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1987년 이전의 고생산성-저임금의 결합이 생산성 둔화와 임금
상승으로 깨어지게 되어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위기가 초래된다.
이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비용-저효율’ 구
조가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자본측과 국가의 주장이 나타나
게 된 배경이 되었다.
한편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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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단화가 가일층 진전되고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새로이 나타난다. 노
조의 조직률이 높고 교섭력이 강한 독점 부분과 노조의 조직률이 낮고
교섭력이 약한 비독점 부분간에 임금 및 작업조건의 격차와 노동이동률
격차가 현격하게 발생한다.
아울러 노조의 교섭력 강화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으로 임금 및 고용
의 경직화 현상이 출현한다. 과거 무노조 상태나 어용노조가 존재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임금삭감이나 동결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노조가 생기고 어용노조가 민주화되자 경기변동과 기업경
영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과 고용의 신축적 조정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축적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
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한편,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가 후퇴함에 따라 개발독재
와 시장전제라는 기존의 조절양식이 위기에 빠진다. 국가주의적 경제통
제가 완화되고 노동에 대한 탄압이 약화된다. 국가에 의한 투자조정과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탈규제가 일정하게 진전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일정하게 도입된 결과 노동자에 대
한 시장전제도 완화된다. 이를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1987년 이전의 조절양식이었던 개발독재와 시장전제가 1987년 6월 시
민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결정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지만
새로운 조절양식이 등장하지 못한 결과 조절양식의 위기가 나타난다. 개
발독재가 해체됨에 따라 정부의 투자조정, 신용할당 기능이 약화되고 행
정규제와 노동억압이 완화되기 시작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경제의
요소가 약화된다. 이와 같이 개발독재적 조절이 약화되자 투자와 금융
면에서의 재벌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재벌기업들 간의 경쟁 격화로 과잉
투자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개발독재의 해체와 함께 시장전제도 크게 약화된다. 노동
력 부족, 노조의 조직력 및 교섭력 강화, 단체교섭제도, 최저임금제․국
민연금제․고용보험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초보적․부분적 도입으로 시
장전제의 효력이 약화된다. 이제 시장적 조절과 함께 제도를 통한 조절
이 등장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및 고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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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고용보험제 등을 통한 간접임금 범주의 출현, 내구소비재의
대량소비 양식의 등장에 따라 ‘독점적 조절양식’2)이 부분적으로 성립한
다. 다른 한편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
이라는 새로운 시장전제가 등장한다. WTO, IMF 등과 같은 세계경제기
구의 영향력 강화로 국민적 조절의 기능이 약화된다.
자본-임노동 관계에도 위기가 발생한다. 1987년 이전의 전제적 노사
관계가 결정적으로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노
사가 상호 불신하면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일종의 교착상태가 형성
되어 있다. 테일러주의적 노동 과정과 단능숙련 노동력의 대량창출을 통
한 생산효율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와 같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주변부 포드주의 발전모델 그
자체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1987년에서 1997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압력 속에서 주변부 포드주의 발전모델
이 해체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모델이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위기가 계속되어 왔다.

3. 1997∼99년 경제위기와 ‘주변부 포드주의’의 붕괴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주변부 포드주의 발전모델의
최종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주권
을 상실하고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데, IMF 관리체제에서 추진된 구
조조정 프로그램인 고금리정책과 긴축정책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결합
에 기초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고금리정책은 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였고 긴축정책은 정부지출,
투자지출, 소비지출 등 유효수요를 크게 감소시켰다. 원래 포드주의 축
적체제는 케인즈주의적 팽창정책을 통해 유지되는데 IMF 프로그램의
2) 독점적 조절양식은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성 임금이 지급되고 고용관계가 안
정화되는 가운데 노동규범과 소비규범이 변혁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어
임노동관계가 재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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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은 포드주의 축적체제를 침식시켰다. 고금리정책은 고부채 모델
인 주변부 포드주의의 금융위기와 외채위기를 격화시켜 그것을 파산지
경에 이르게 하였다.
기업의 부채비율 200%, 은행의 BIS기준 8% 유지가 강요됨에 따라 기
업들의 대대적인 자산 매각과 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이루어졌다. 은행
채무 상환, 외채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이 전개되어 대량생산의 물적 기
반이 된 고정자산의 대량 파괴가 진행되었다. 이는 자본축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급격한 생산의 감축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
업들이 도산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고금리정책과 긴축정책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상품가격
의 폭락과 물가하락이 나타났다. 원래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인플레이션
과 친화적인데, 한국경제에서 전례없었던 심각한 디플레이션은 포드주의
축적체제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임금삭
감과 동결에 나서고, 정리해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1987년 이후 나타난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타파된다. 아
울러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이루어진다. 고용형
태면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임시직․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한다. 아울러 호봉제에 기초한 연공임금제도가 해체되고 연
봉제 및 성과급제도가 도입되어 임금의 유연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이 진행되면서
주변부 포드주의 발전모델이 해체되어 간다.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은 고용불안을 초래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고, 축적된 인적자원의 파괴로 생산력 기반을 와해시켜 기
업 경쟁력도 오히려 약화시켰다. 따라서 공평성과 효율성 실현의 관점에
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주변
부 포디즘 발전모델을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 구축에 주춧돌이 되는
노동개혁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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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

1. 21세기의 대안적 발전모델: 세계적 구도
21세기 초 세계경제의 3대 흐름은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의 지배, ‘신
경제(New Economy)의 출현’, ‘금융주도 축적체제(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단계 글로벌화의 양상은 자본의 글로벌화, 즉 생산 및 금융의
글로벌화와 정보의 글로벌화, 즉 거래 및 교류의 글로벌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의 글로벌화는 일부 지식노동(IT인력)과
단순노동의 세계적 이동에 국한되고 있다. 자본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제
정책 환경이 급변하여 국민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철회를 의미하는 탈
규제(deregulation), 국영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 중앙정부에서 지
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 사회복지서
비스의 시장의존을 의미하는 재상품화(recommoditification)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
장의 자유화, 이로 인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신경제는 정보기술(IT)에 기초한 ‘네트워크 경제’인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가치창출의 주된 원천이 지식인 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로 구성된다. 이러한 신경제의 생산체제 및
노동과정의 특성은 유연기술과 글로벌소싱 및 아웃소싱의 유연생산체제,
노동과정에서의 구상과 실행의 통합, 지적 숙련과 사회적 숙련의 요청,
분권화․네트워크․자율의 조직원리 요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금융주도 축적체제에서는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
하는 금융화, 금융자본에 대한 산업자본의 종속, 기관투자가 주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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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배구조에서 주가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행동, 노동소득에 대한 금
융소득 우위 등의 현상이 출현한다.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주주, 노동자,
경영자의 공동이익이 추구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와 친화력을 가진다면, 금융주도 축적체제는 주주의 일방적 이익
이 추구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친화력을 가진다.
이러한 21세기 세계경제의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neoliberalist global capital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경제도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있다.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 자본주
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결정적으로 우세하게 된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대두하고 있는 이 유형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장기간 지
속가능하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자본주의가 과연 장기 동
태적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에서나
한국적 수준에서 대안적 발전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대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모델
은 무엇인가? 대안적 발전모델은 노동생활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
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3)
먼저 축적체제의 미시적 기초인 노동과정과 생산체제부터 보자. 대안
적 노동과정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 노동의 탈숙련화, 자본가 통제로 특
징지어지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즉 대안적
노동과정은 구상과 실행의 통일, 노동의 재숙련화, 노동자참가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생산현장 노동자들이 구상 기능을 수행하고
노동의 복잡도가 증대하며 지식화가 진전되고,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데 참가하는 것이 대안적 노동과정이다(김형기, 2001).
대안적 노동과정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지식노동이다. 이러한 노동과
정은 테일러주의를 넘어서는 반테일러주의(Anti-Taylorism) 혁명을 통
해 실현될 수 있다.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은 노동의 탈숙
련화보다는 노동의 재숙련화(reskilling)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쌍방향
3) 대안적 발전모델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김형기(2001) 587-596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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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은 노동자참가의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대안적 노동과정을 위해서는 디지털경제와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과 지식을 갖춘 노동자, 즉 지식노동자가 창출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복잡도를 높이고 지식화하는 교육훈련이 실
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테일러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다기능(multiskilling)의 지식노동을 창출하는 노동력 재생산 과정의 혁명이 필요하다.
대안적 노동과정과 함께 선진자본주의에서 광범하게 출현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를 넘어서 포스트 포드주의적 신생산체제(new production
system)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자본주의 내부에서 뚜렷한 경향
으로 출현하고 있는 신생산체제에는 유연자동화(flexible automation) 기
술에 기초하여 다품종을 소량씩 신축적으로 생산하는 북부 이탈리아의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sation), 고숙련에 기초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을 생산하는 독일의 고품질 생산(quality production), 무재고의 적기생
산(Just-In-Time)이 일본의 이루어지는 린생산(lean production), 고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작업집단의 팀 작업이 이루어지는 스웨덴
의 팀생산(team production) 등의 생산방식들이 존재한다.
요컨대, 신생산체제는 ‘유연한 고품질 생산(flexible quality production)’
체제라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유연한 고품질 생산체제의 구축을 가능
하게 한다. 대량생산체제의 기업조직이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것과는 달
리 신생산체제에서 기업조직은 분권적이며 덜 위계적이다. 기업내 정보
의 흐름은 대량생산체제에서는 단선적이며 수직적이지만 신생산체제에
서는 다선적이며 수평적이다.
신생산체제에 기초하여 새로운 축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자유
주의적 자본주의의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축적체제의
하나로서 ‘지식주도 축적체제(knowledge-led accumulation regime)’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식주도 축적체제는 축적과 성장에서 지식이 결정
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축적체제이다. 지식주도 축적체제의 거시경제적
회로는 [그림 10-2]와 같다.
지식에 기초한 고품질 생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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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고임금은 한편으로는 하이테크 제품의 다
품종 소량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
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개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품종 소량소
비는 고품질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고부가가치는 고이윤을 가능하게 하
고 고이윤에 기초하여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인적자원투자가 진전되어
지식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한편 고부가가치의 일부가 노동시간 단
축과 자유시간 확대로 연결되어 자유시간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기개발
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주도 축적체제는 이미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지식기반경제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
반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 신생산체제, 지식주도 축적체제에 규칙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유지하는 조절양식은 어떠한가?(김형기, 2001)
[그림 10-2] 지식주도 축적체제의 거시경제적 회로

출처: 김형기(2001), 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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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출된 고부가가치가 고임금, 고이윤, 자유시간 증대로 분배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윤분배제도가 도입되어 고부가가치가
고임금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고임금이 재화 소비만이 아니라 지식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자기개발에 지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식 수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지식급(pay for
knowledge)과 교육훈련비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화하여 고부가가치가 노동시
간 단축과 자유시간 확대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지식주도 축적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자유시간이 확대되어
야 노동자들이 지식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지식 수준 향상으로 연결되면 고품질
생산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지식주도 축적
체제의 호순환을 담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자기개발
을 위한 학습시간 증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유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의 생활양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함으
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감소 경향에 대응하여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막고 ‘고용지향적 사회 (employmentoriented society)’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대안적 발전모델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포드주의 발전모델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 심각한 생태위기를
초래하였다. 지식과 정보가 주된 투입요소가 되고 지식정보재가 주된 소
비대상으로 되는 지식주도 축적체제에서는 소재와 에너지를 적게 사용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적
다. 이 축적체제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
가 줄어들어 생태위기 극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위기를 극복하며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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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발전모델 구축에 필수적 요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안적
발전모델은 ‘지식주도 축적체제’임과 동시에 ‘자유시간에 기초한 축적체
제’이기도 하다.
대안적 발전모델에서는 포드주의 발전모델에서 발생한 복지국가의 위
기를 극복하는 복지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는 복지국가를 해체하여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새로운
경제체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에서는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4)를
구현해야 한다. 기존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는 중앙정부가 실업자, 빈
민 등 복지대상자에게 행정관료기구를 통해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
는 사회복지 방식을 취하였다. 이 복지국가에서는 과다한 복지지출과 관
료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복지수혜자가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
을 낳았다.
복지공동체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으로 제기
된다. 복지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의 비정부기구
(NGO) 혹은 비영리기구(NPO)가 결합하여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실업자
와 저소득 빈민에 대해 교육, 의료, 육아, 양로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현물급부 형태로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부문도 시장부문도 아
닌 ‘제3부문(third sector)’을 시민사회 영역에 창출하여 국가예산의 부분
적인 지원 아래 실업자를 고용하여 환경보전과 복지서비스 분야 등 사
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처럼 복지공동체는 지역 수준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결합하여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복지를 제
공하게 된다. 제3부문과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줄이
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 : 탈포드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
한국에서 대안적 발전모델은 기존 발전모델의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한계와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는 제도개혁 내용을 포함하면서, 21세기 새
4) 복지공동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Lipietz(1992) pp. 92-1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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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비전이 담긴 것이라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대안적 발전모델이 한국에서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경제시스템의 공평
성․효율성․유연성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평
성 실현, 효율성 추구, 유연성 제고는 대안적 발전모델이 실현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전통적으로 경제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이었다. 여
기서 공평성은 기회균등, 규칙의 공정성, 소득 및 부의 분배의 평등을 의
미한다.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포함한다. 사적 효
율성과 단기정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과 장기동태적 효
율성을 포함한다. 유연성은 경제시스템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
로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유연성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증대하는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조직․경영조
직․기업조직에게 요구되는 필수 원칙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후 30년간의 ‘황금시대’를 가져온 포드주
의 성공의 최대의 교훈은 ‘공평성 없이 효율성 없다’(山田銳夫, 1998)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포드주의 위기의
최대 교훈은 ‘유연성 없이 효율성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드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모델은 공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을 기본 요
소로 포함해야 한다. 주변부 포드주의라는 기존의 발전모델이 위기에 처
한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대안적 발전모델은 공정성․효율성․유연성이
란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제도개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할 경우 자본의
전략과 노동의 전략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자본의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이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을 통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추구, 임금동결 내지 임금삭감, 감량
경영(다운사이징), 성과 및 능력과 연계된 임금체계 설정, 기업복지 축
소,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철폐 촉구, 외국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
구하고 있다. 재벌의 경우 계열기업의 통폐합, 주력업종 집중 등 자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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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방식의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다.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조직 혁
신,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참가를 높일 수 있는 노사관계
의 구축, 다기능 고도숙련노동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에는
아직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5)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도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중저가품의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저비
용 전략’에 의존하여 경쟁우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요컨대, 자본의 전략
은 신테일러주의(Neo-Taylorism)적 발전모델6)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노동의 전략의 지배적 경향은 경제민주주의 전략이다. 재벌체제
를 개혁하고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
려는 전략이다. 재벌체제 개혁 요구의 내용에는 재벌총수에 대한 기업부
실 책임 추궁(재산 환수와 기업부채 상환 촉구), 은행 부채의 주식 전환,
계열사간 상호지급 금지, 종업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외이사 및 감
사제 의무화, 단독 주주권 허용이나 집단소송제도 도입,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동자
경영참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요구, 근로자파견
법 도입 반대,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리해고 엄격 규제 등이 포
함되어 있다. 현재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정부
가 기만적이고 전술적인 태도로 임한다는 이유로 불신이 강하다. 단체교
섭을 통한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확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민
주주의적 포드주의’를 지향하는 측면이 보인다.
셋째,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경제민
주주의 전략을 부분적으로 결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자유
주의적 전략으로서 재벌을 견인하고 노동을 견제하며, 경제민주주의 전
략으로 노동을 견인하고 재벌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IMF 위
기에 직면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은 단기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대량실업
에 대한 응급 대응에 집중되어 왔고 IMF 관리체제 이후에 대한 중장기
5) 필자가 실시한 ‘생산시스템 및 노사관계의 혁신방향 모색을 위한 상장기업
최고경영자 의견조사’(1998,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결과 참조.
6) 컴퓨터 기술의 도입을 통해 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을 더욱 강화하면서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발전모델을 조절이론에서는 신테일러주의
(Neo-Taylorism) 혹은 신포드주의(Neo-Fordism)라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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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방향의 혼란과 모
순이 점증해 왔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전략을 추구하면서 노-사-정 사
회적 합의의 틀을 구축하는 것은 그 모순의 뚜렷한 사례이다.7)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정책에서 점차 신자유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최근에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비전 2010
은 거의 완전하게 신자유주의에 기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전략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고려했을 때, 현재
대립점은 신자유주의 전략과 경제민주주의 전략 사이에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점의 설정은 타협의 여지가 매우 좁기 때문에 자본-노동-국
가 간의 대립 갈등 상태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탈포드주
의 전략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개혁
이냐 경제민주주의 개혁이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이냐 탈포드주
의적 민주개혁’이냐로 대립선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평성
과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자본이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전략과 노동이 추구하는 경제민주주의 전략을 탈포드주의
전략을 중심으로 결합하는 진보적 타협, 민주적 타협의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전략은 유연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공평성은 없
다. 경제민주주의 전략은 공평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유연성이
없다. 탈포드주의 전략은 공평성과 유연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전략의 규제개혁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경제민주주의
전략의 재벌체제 개혁은 공정성을, 탈포드주의 전략의 ‘교섭에 기초한
참가’와 고숙련으로의 노동개혁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각각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정부주도 경제성장과 재벌지배경제의 모순은 경제민주주의
전략과 신자유주의 전략의 결합을 통한 정경유착 단절과 규제철폐와 재
벌기업의 개혁을 통해서, 주변부 포드주의의 모순은 탈포드주의를 통해
서 각각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평성 없이 효율성과 유연성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지배적
7) 이러한 모순적 성격은 특히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에 관해서는 김형기(199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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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철되면, 사적 효율성과 단기적 효율성은 증대할지 모르나 사회적
효율성과 장기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의 인원감축은 사적으로
는 비용절감을 가져와 효율적일지 모르나 사회적으로는 실업을 발생시
켜 자원낭비와 사회불안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이게 된다. 정리해고를 통
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일지 모르나 장기
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전략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지체시
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는 탈포드주의 전략과 경제민주주의 전
략의 결합의 기초 위에서 신자유주의 전략의 일부 요소를 선별적으로
결합하는 ‘탈포드주의적 민주개혁(Post-Fordist Democratic Reform)’을
통해 대안적 발전모델을 정립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전략이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
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주개혁을 통해서 성립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은 말
하자면, ‘탈포드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Post-Fordist Democratic Market Economy)’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IV. 대안적 발전을 위한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대안적 발전모델 정립을 통해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서 노동개
혁은 곧 자본-임노동 관계의 개혁이다. 따라서 ‘노동과정-노동시장-노
동력 재생산’이라는 임노동 재생산의 세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한 묶음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과정 및 노동력 재생산 과정의 개혁
없이 노동시장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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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과정 개혁: 유연하고 효율적인 신생산체제의 구축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를 유연
하고 효율적인 신생산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생산체제의 효율성은 무
엇보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 육체노동들의 탈숙련된 단순반복노동, 위계
적 노동통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을 극복하고,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다기능 숙련노동자들과 다기능 기
술자들의 ‘교섭에 기초한 참가’가 이루어지는 반테일러주의(AntiTaylorism)적 작업조직을 창출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 때 이미 효율성이 소진된 경직적인 대량생산체제인 포드주의적 생
산체제를 넘어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조직과 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차
원의 대대적인 인적자원투자를 통해 노동능력, 경영능력, 기술력 등 기
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생산체제의 유연성은 유연자동화(flexible automation) 기술과 유연조
직(flexible organization)을 통한 유연생산체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의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유연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그에 대응한 유연조직의 형성은 지지부진했다. 따라서 기술의 유연성과
조직의 경직성 간의 부조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생산조직 비효율의 중요
한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조직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서는 분권화와
노동자의 자율성 증대와 다기능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생산시스템과 작
업조직의 유연화에 대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노조 약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산시스템과 작업조직의
유연화를 노사가 합의하는 공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사간의 불신으로 인해 생산체제와 작업조직의 혁신에 지장
이 초래되는 일이 빈번히 나타난다. 따라서 ‘불신의 경직성’을 넘어 ‘신
뢰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상호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정보공유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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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동과정 개혁에서 개혁주체는 노사 양측이다. 노
사가 합의하는 공정한 규칙에 따라 생산체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과정 개혁 프로젝트를 노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팀 생
산방식, 모듈 생산방식,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 등 탈테일러주의적 노
동과정 실현을 위한 실험들을 검증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시장 개혁: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분단화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화
(轉化)시켜야 한다.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추어

져 왔다. 그런데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
구조의 형성이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
동시장 분단에 의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학력간 임금격차
를 줄이며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임금격차와 숙
련 수준의 격차로 인한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는 고이윤 기업의 임금과 저이윤 기업의 임금을 균등화하거나 모기업과
하청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
과 노동자들의 숙련 수준을 균등하게 높이는 ‘연대작업정책(solidaristic
work policy, Martin, 1995)의 한국적 형태를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연
대임금정책은 산업별노조가 건설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연대작업정책은
숙련격차를 해소시키는 교육훈련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대임금정책
은 분배시스템의 변화를, 연대숙련정책은 생산시스템과 노동력 재생산
과정의 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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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수량적 유연
성과 다기능화와 직무순환을 통해 작업조직을 유연화하는 기능적 유연
성이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대안적 발전
모델을 위해서는 수량적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이 추구되어야 한
다. ‘수량적 유연성’이 추구될 경우에도 시장경쟁의 힘에 의해서 추진되
는 ‘자유주의적 유연성(liberal flexibility)’이 아니라 노사간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추진되는 ‘조정된 유연성(coordinated flexibility, Schmid,
1993)이 노사관계의 안정과 장기적 효율성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
능적 유연성이 추구되려면 내부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
인 다기능 숙련형성(재훈련과 향상훈련)이 필수적이다. 수량적 유연성
추구의 결과 발생하는 고용 불안과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고용보장’(Lipietz, 1992)이란 관점에서 외부노동시장에서의 전직훈련과
직업알선, 일자리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과 시민사회에서의 ‘제3섹터의 창출’(Rifkin, 1995)을 통해
실업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표 10-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다양한 발전모델

수량적 경직성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경직성
포드주의
(Fordism)
신테일러주의
(Neo-Taylorism)

기능적 유연성
칼마르주의
(Kalmarism)
토요타주의
(Toyotism)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경직성의 측면에서 한국의 발전모델은 [표 10-1]
에서 보면 1987년 이후 수량적 경직성과 기능적 경직성으로 특징지어지
는 포드주의(Fordism) 상태에 있다가 최근 정리해고제의 도입에 따라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경직성의 상태인 신테일러주의(Neo- Taylorism)
로 나아가고 있다. 포드주의에서 신테일러주의로의 전환은 미국적 발전
경로를 따르는 것이다. 포드주의에서 수량적 경직성과 기능적 유연성으
로 특징지어지는 칼마르주의(Kalmarism)로 이행한 나라는 스웨덴과 독
일이다. 일본의 도요타주의(Toyotism)에서는 독점대기업의 정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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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에는 기능적 유연성이고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수량적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중구조적이다.
기업 경쟁력과 노동생활의 질 그리고 사회적 연대 및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발전모델인 칼마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도 ‘조정된 유연성’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 증대에 따라 발생한 실업문
제는 반드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3. 노동력 재생산 개혁: ‘새로운 숙련’의 형성
중저가품의 대량생산체제 아래 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에 적합한 단능
숙련 노동력이 아니라 신생산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숙련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고도숙련의 인적자원
에 기반하고 노동자참가에 기초한 대안적 발전모델 실현을 위해서는 신
생산체제에 적합한 지식과 창의력 그리고 결합노동자 내부를 매개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의미하는 ‘사회적 숙련(social skill)’을 겸비
한 새로운 숙련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숙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과 기술․관리부문의 단절, 숙련과
기술 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능숙련 → 다기
능숙련 → 다기능기술’로 이어지는 생산현장에서 출발하는 ‘숙련형성 경
로’와 ‘과학 → 기술 → 다기능기술’로 연결되는 연구실에서 출발하는
‘기술적용 경로’가 다기능기술자(technician)를 매개로 해서 교호작용하
는 ‘숙련-기술’ 결합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 및 연구자
와 엔지니어 간의 산학협동이 아니라 과학자-연구자-엔지니어-다기능
기술자 간의 확대된 산학협동체제 구축이 요청된다. 매개자로서의 다기
능기술자는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을 겸비하고 현장노동자와 기술
자 간을 연결하며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매개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
져야 한다.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에의 현장노동
자 참가, 숙련노동자와 기술자 간의 테스크포스 팀 구성 등 현재 선도적
대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요소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숙련형
성을 촉진하기 위해 숙련 수준 및 능력 수준과 임금 및 승진을 연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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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숙련형
성의 내부화와 외부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숙련형성
의 내부화를 위해서는 사내훈련이 지적 숙련과 사회적 숙련을 겸비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되야 할 것이다. 새로운 숙련형성의 외부화
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한 전직훈련과 창의력과 사회적 숙
련이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력을 집중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 및 직업훈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숙련이 형성되려면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다.

4. 노사관계 개혁: ‘대안적 노사관계’의 정립
1987년 이후 과거의 전제적 노사관계가 해체된 이후 아직 새로운 노
사관계가 구축되고 있지 않다. 주변부 포드주의와 친화력을 가지는 전제
적 노사관계를 넘어서 대안적 발전모델 구축에 기초가 되는 것은 대안
적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기업 수준 및 산업 수준 및 사회 수준에
서 ‘교섭에 의한 참가’가 이루어지는 참가적 노사관계, 인간적․민주
적․생산적 노사관계로서의 ‘진보적 노사관계’(김형기, 1992)를 형성해
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경영참
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 경영참가는 종업원지주제의 개
선을 통한 자본참가를,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을 통한 이익참가를, TQC․
QM․제안활동과 같은 작업장참가와 노사공동결정제․노동자이사제도
등에 의한 전략적 의사결정참가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현재 경영자들은 노동자의 작업장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
이지만 전략적 의사결정참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김형기, 1999b). 반
면 노동조합은 작업장참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따라서 지금 의사결정참가는 어느 방향으
로도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의사결정참가와 작업장참가를 교환하는 노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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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사 타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법의 제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본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추구하고 노동은 경제민주주의 전략
을 추구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은 수량적 경직성을 고수하고자 한다. 자본은 작업장 참가를 강조하
고 있는 반면, 노동은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은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자본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서로 대립하거나 지향점이 다른 자본과 노동 간의 대치상태는
1987년 이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시스템과 축적체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조절양식
은 무기력화되었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보다 결정적
으로는 IMF 관리체제 아래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
서 기업 수준에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 장치를 제도화하는 관
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노사합의와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탈포드주의 전략을 중심
으로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일부 요소와 경제민주주의 전략의 일부 요소
를 배합하는 발전모델을 지향할 경우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
사간에 고용안정과 작업장참가를, 작업장참가와 전략적 의사결정참가를,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
간 단축을 각각 서로 교환하며, 기능적 유연성과 조정된 수량적 유연성
추구를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적 노사타협을 통해 생산체제와
축적체제의 공정성․효율성․유연성을 높여 대안적 발전모델을 구축할
때라야 비로소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노동개혁을 통해 구축될 수 있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전체적 구도는 [그림 10-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반테일러주
의적 노동과정, 다기능 숙련노동력 재생산, 기능적 유연성과 조정된 수
량적 유연성이 결합된 고임금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기초로 탈포드주의
적 유연생산체제가 성립한다. 세계시장 경쟁 속에서 지식자본, 유연기술,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노동개혁(김형기)

295

인적자원의 투자, 다품종소량소비를 통해 새로운 축적체제가 성립한다.
이러한 축적체제에 규칙성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
이다. 첨단기술과 고도 숙련의 인적자원,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발전모
델이 정립된다. 이러한 발전모델이 바로 앞에서 제시한 ‘탈포드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8)인 것이다.
[그림 10-3] 노동개혁과 대안적 발전모델

V. 맺음말

8) 김대중 정부에서 정책 브레인 사이에 제기된 바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사회민주주의적 포드주의’ 발전모델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론(전후 30년간의
스웨덴-독일 모델)과 유사한데, 이는 신자유주의 전략과 배치된다. 이 발전
모델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탈포드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는 공정성과 유연성을 결합한 탈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기초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최장집(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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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개혁과 국가개혁이 병
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사-정의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자본개혁, 국가개혁 간의 상호의존성 때문에서도 필요하다.
자본개혁의 핵심은 재벌지배체제의 개혁이다. 경제독재체제라 할 수
있는 재벌지배체제의 민주개혁 없이는 신생산체제와 대안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탈포드주의
적 자본-임노동 관계를 가능케 하는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역으
로 노동개혁이 없이는 재벌개혁이 완결될 수 없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이 병행되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간의 이
러한 상호관련성 때문이다.
한편 재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필
요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사합의를 통한 ‘조정된 유연성’ 추구
와 인력감축보다 자산감축을 선행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에 우선 주력해
야 할 것이다. 자산감축과 자본비용절감 없이 인력감축만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된다. 쇠퇴하는 기업
에서 인력감축보다는 자산감축을 할수록 기업성과의 회복 속도가 빨라
진다는 연구 결과9)가 말해주는 것처럼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도 기업들은 인력감축보다는 자산감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인력감축
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핵심역량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개혁의 두 가지 축인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은 재벌개혁과 노동개
혁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독재가 아닌
‘민주적 통제’ 양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행정개혁은 개발독재체제 아래 비대하게 형성된 중앙집권적 관료제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
9) 문계완(1997)은 1983∼92년간 미국의 24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다운사이징
(인력감축)을 할수록 기업성과의 회복 속도는 그만큼 늦어지고, 원가절감은
기업성과 회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산감축이 많을수록 회복률이 더
빨라진다는 흥미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의 구조조정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인력절감이나 원가절감보다는 자산절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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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되는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통제경제의 유산인 관
치금융과 상품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기
업조직과 정부조직의 거품과 부실을 제거하여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에 투입되고 있던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조정과 지원
을 위한 전문인력을 대폭 증대시키는 정부부문 혹은 공공부문의 구조조
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힘과 시장의 힘을 결합하여 새로운 효율성
을 획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업들이 기회주
의적․근시안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효율성과 단기 정태적 효율
성을 넘어 사회적 효율성과 장기 동태적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숙련과 기업의 경영 능력
과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거기에 정부 인
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조직에 대한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는 경영참가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적극 참가함과 동시에 경영감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1930년 대공황 시기에 세계는 ‘뉴딜이냐 파시즘이냐’는 선택에 직면하
였다. 결국 뉴딜의 길을 선택한 국가들이 승리하고 전후 황금시대를 구
가하였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당시 한국의 노-사-정 3주체와 국민
들은 경제위기 탈출의 두 가지 길, 즉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냐 ‘탈포드
주의적 민주개혁’이냐의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였다.
지난 4년 동안 자본과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길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생활위기, 사회적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모델은 그것이 빚어낸 심각한 사회적 모
순과 정치적 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과거의 주변부 포드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대안적 발전모
델을 지향하는 ‘탈포드주의적 민주개혁’이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이다. ‘탈포드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노
동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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ꊓ 지식기반경제하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ꊺ

김 대 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I. 머리말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관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또 요구하고 있
다. 세계화와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지식기반경제화는 경쟁
을 넘어 생존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고 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1)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변화에서 노동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
식기반경제의 필요에 상응하여 노동정책의 중점도 달라져야 하며, 지식
기반경제에 조응하는 노사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목표나 양
태 또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지식이 중시되는 지식기
반경제하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
에 노동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서는 지식기반경제를 지탱할 수 없고 노동자의 창의성과 능동성에 기초
한 참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적 이행이 요청되는바, 이에 걸맞는 노동운
동의 발전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청은 일차적으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지식(정보
1) 이에 대해서는 졸고,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도전과 정책적 대응｣, 한국사
회정책 , 제8집 제1호, 2001년 6월,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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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속성에서 기인되므로, 먼저 이를 통해 지식기반경제가 노동부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제II장). 그리고 이에 따라 정책의 중점
이 인적자원의 개발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특히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식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인적
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III장). 이러한 노동정책의 중점 변화는 지식기반경제에 조응하는 노
사관계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는 곧 참여적 노사관
계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운동도 참여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면
서 이에 상응하는 운동으로 그 기조와 양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제IV장).

II. 지식기반경제의 노동부문에 대한 영향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경제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를 위해 여기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식의 속성과 그 상품화
의 전일화를 통하여 지식기반경제의 의의와 특징을 본 다음, 이로부터
기인되는 노동부문에 대한 지식기반경제의 영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1. 지식기반경제의 의의와 특징
지식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제의 확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지식의 중요성은 비단 경제적인 영역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그 중요성
이 발현되는 영역은 역시 경제적인 영역이다. 경제에 있어서 지식의 중
요성은 이미 오래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 Marshall에 의하여 갈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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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수확체감의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 인간은 수확체증의 경향
을 보인다…… 지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생산 엔진이며 인간으로 하
여금 자연을 자신에게 복속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준다.

지식의 개념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지식기반경제와 관련하여 특
히 중시되는 지식은 크게 두 종류이다. 그 하나는 ‘기술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technology)’이며 다른 하나는 ‘속성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attributes)’이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기술 또는 노하
우(know-how)라고 하는 것으로서 영양, 산아제한, 소프트웨어 공학, 회
계 기술 등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후자는 상품의 질, 노동자의 근면성,
기업의 신용도 등과 같은 것으로서 말하자면 정보(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기술과 정보, 즉 이 두 가지가 경제의 지식기반이 되는
것이다.2)
지식기반경제는 ① 생산활동에 이와 같은 지식 투입의 증대로 생산력
(부가가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지식의 생산에 역점이 두어짐과
동시에 ② 상품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지식의 상품화가
전일화되어 가는 경제로 정의될 수 있다. 말하자면 생산력 발전에서 지
식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지식의 상품화를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
고자 하는 것이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가 효율적인 시장메카니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
고 있는 이유도 바로 지식의 상품화에 있다.3)
이렇듯 지식기반경제의 의의는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최근 들어 지식기반경제가 부쩍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 결국 그것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의 논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의 세계
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
쟁논리에서 더 나아가 생존논리로까지 ‘받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Knowledge for Development
1998/99, 1999, pp. 1-2.
3) World Bank, 위의 책,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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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과학기술 혁명에 따른 상황의 변화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술
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지만, 세계은행의 발전보
고서(Development Report 1998/99) 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강조는 세계화에 따른 자본 및 정보의 신속한 이동, 그리고
이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또 다른 의의는, 그것이 결국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가
져오는 데에 있다고 주장된다. 그 논거는 크게 두 갈래이다. 하나는 지
식의 증진이 인간을 질병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등 인류의 복지증진
에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식일반론의 관점에서의 주장이다.
이는 의약품의 발명(invention), 교육(education), 확산(dissemination)의
과정을 통해 평균수명의 증대가 이루어져 온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보다 직접적으로 지식기반경제가 생산성을 증
대시켜 성장을 가속화함으로써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을 보다 잘 충족시
킴으로써 사회후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식기
반경제의 생산력 증대와 결부된 상품의 다양화 효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특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
격히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첨단기술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교육, 통신 및 정보 등 지식집약적인 부문이 매우 가
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위의 기술제조업과 정보
통신, 전문서비스 등을 비롯한 고급서비스산업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가히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력의 원천 또한 종래의 물적 자본으
로부터 무형의 지적 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부를 창출하
는 데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이란 생산요소의 고유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은 전통적
인 생산요소와 달리 희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전달할
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해짐으로써 수확체증 및 외부경제
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은 또한 공공재(public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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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비각축(non-rivalry)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재화와는 달
리 부분적으로만 배타적인 소유가 가능하다. 즉 지식의 파급․확산을 통
하여 동일한 지식이 동시에 여러 기업이나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의 원활한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외부경제와 공공재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2. 노동부문에 대한 영향
이러한 지식기반경제 도래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는 지식노동이 성장하여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지
식 획득 비용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식의 외부성 및 수확체증 특
성에 의해 지식의 창출 및 파급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다수의 인력이
지식근로자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기
능(multi-skill) 및 상급기술(upper-skill) 보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새로운 기회의 제공과 함께 유동성
과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측면을 함께 안고 있다. 지식집약화로 고기술
산업, 고학력 직종에서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남에 따라 인력의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기 때
문이다. 즉, 지식격차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적 통합력의
저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5).
이러한 지식격차의 문제는 지식의 상품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이다. 지식은 결합적으로 생산되며 본질적으
4)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J. W. Cortada (ed), Rise of the Knowledge
Worker, Butterworth-Heinemann, 1998을 참조.
5) 이 점에 대해서는 OECD, Technology and the Economy : The Key
Relationships, 199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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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희소한 것이 아닌데도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만
듦으로써 상품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단순한 가격
이라기보다는 지대지급을 통해 지식에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사
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6) 지식의 상품화는 제한적 저작권에서 광범
한 지적 재산권으로 사적 권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독점화하는 경
향을 갖기 때문에,7) 경제력 격차에 따라 지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
는 다시 경제력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
키게 되는 것이다.
지식은 원래 빛과 같아서 무게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신속히 이동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지만 지식기
반경제에서는 이것이 경쟁의 중핵적 수단이 되고 보수(return)의 지렛대
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지식의 창출이나 획득은 비용을 요하고,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곧 지식격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연
구개발투자에 의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지식은 독점되고
이로 인해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오히려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격차는 결국 계층간의 경제력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식과 정보의 획득에 있어
서도 그러하지만 창출에 있어서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격차가 존
재하며, 이는 다시 소득이나 부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벌여 놓게 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경제력 격차가 기
술 및 정보 격차를 낳고, 기술 및 정보의 격차가 다시 소득 및 부의 격
차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격차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노동부문에 압박요인으로
6) J. Frow, “Information as Gift and Commodity”, New Left Review, No. 219,
1996, p. 89 ; A. Kundnani, “Where Do You Want to Go Today?”, Race and
Class, Vol. 40, No. 2-3, 1998, 99. pp. 54-55 참조. 이는 특히 기술지식의 계
층별 불평등 분배로부터 오는 지식격차(knowledge gaps)만이 아니라 속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서 오는 정보문제(information problems)로부터 비롯된다.
7) 이에 대해서는 M. Storper, Regional Worlds, Guilford, New York, 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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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노동자계층은 상대적으로 지식․정보에서 뒤떨어져 있는 데에
다 지식의 상품화가 전일화되면 될수록 지식에의 접근이 더욱 제한되어
결국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욱 하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노동자간의 격차 문제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의 합리화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인력의 수급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노
동자계층의 지식 및 정보의 증진 등을 통해 지식격차를 해소하는 차원
에서도 인력개발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지식의 상품화에 따라 지식노동과 육체노
동이 분리됨과 동시에 지식노동이 자본제적 임노동 관계로 편입됨으로
써, 이른바 실행노동은 물론 구상노동마저도 자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됨
으로써 노동의 소외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다.8) 자본의 통
제는 지식노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생산물에까지 미치게 되고, 특히 지
식노동의 생산물을 자본제적 생산․소비관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는 비단 실행노동만이 아니라 구상노동에까지 확대되게 되는 것이
다.9) 결국 이는 지식노동의 생산수단(지식노동이 체화된)으로부터의 유
리를 의미하고, 특히 지적 기술의 경우 집단적 노동자 지식이 자본에 의
해 전유 및 통제됨으로써 노사간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확대되고 촉발
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10)
적어도 최근까지는 지식노동 혹은 구상노동이 노사관계에서 중간자적
혹은 자본측에 가까운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

8) A. Sohn Rethel, Intellectual and Manual Labour, London : Macmillan, 1978.
D. Schiller, “How to Think about Information”, in V. Mosco & J. Wasc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8, p. 33.
9) K. Kelly,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 London : Fourth Estate, 1998,
p.77 ; H. Menzies, “Challenging Capitalism in Cyberspace”, in R.
McChesney, E. Wood & J. Bellamy (eds), Capitalism and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98, pp.92-93.
10) K. Robins, K. & F. Webster, “Information as Capital: a Critique of Daniel
Bell”, in J. Slack & F. Fejes (eds), The Ideology of the Information Age,
Norwood : Ablex Publishing Co., 1987,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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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경제의 도래는 이들마저 자본의 통제하에 두고 그 생산물을 생산․
소비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
에,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유리와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를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노동은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하
였거나 의식하지 않았던 소외 문제를 오히려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흔히들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식의 소유자는 곧 독립적인 생산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결국은 지식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제적 노동과정
은 지식기반경제하에서도 존속될 뿐만 아니라 지식생산 과정 자체도 자
본제적 노동과정에 편입됨으로써 결국 노동의 소외는 더욱 확대된다.
특히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는 지
식노동을 더욱더 시장경쟁으로 내몰게 됨으로써 지식노동의 소외는 더
욱 증폭되기 십상이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결국 노사갈등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그 골을 더욱 깊게 파는 방향으로 작용할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를 기계에 종속시켰던 산업자본주의의 노사
관계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함으
로써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 소외를 해소하는 참여적 노사관계로
의 전환이 요청된다.

Ⅲ. 인적자원 개발: 노동정책의 중점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인간에 체화된 지식역량이 국가의 경쟁력, 기
업의 생산성,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으로 대두되
면서, 불확실성의 증대와 함께 지식이 경쟁우위, 취업능력, 고용안정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양성
과 개발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지식 흡수능력을 배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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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
의 의의도 함께 가진다.
우선 인력개발을 통한 지식 흡수능력의 배양은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
과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개발은 고숙련․다기능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
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하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급의 질적 불균형 문제, 즉 인력의 질적 수준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
는 공급 측면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일차적인 수단이다.11) 또한 인력개
발은 자립적인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장기
적이고 예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의의를 가진다. 평생취업능력을 제고하
여 지식경제의 발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식격차에 따른 소득불평
등과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분배
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투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12)

1.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의 기본 방향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친 능력개발을 요구
한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 훈련의 경계는 모호해
질 것이며,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의 상호보완․협력적 관계구축은 더
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
행은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
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방법과 교육훈련기관의 운영방식도 개
방적․탄력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의 교육훈련체제는 정부와 기업, 학생과 근로자(단체),
11) OECD,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Vol. 2, Analytical
Report, 1996에서 이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12)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최근에 이
루어지고 있는 지식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크게 혁신능력 제고,
네트워크의 구축, 지식경제 환경의 조성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개
발은 혁신능력 제고에서 우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이나 환
경조성에서도 그 인프라로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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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등의 이해 당사자들간의 상호보완
적인 참여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13) 정부주도․공급자 중
심의 교육훈련체계를 벗어나 민간주도․경제주체 간의 상호보완적인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민의 지식집약화와 지식의 확산․활용을 촉진하
는 적극적 인력개발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그 외부성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
방임할 경우 과소 투자(under-investment)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하게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때 정부는 과거의 교육훈련 공급자, 규제
자의 역할로부터 민간의 교육훈련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
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시장순응적인 유인을
통해 지식집약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촉진자 역할
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은 필요로 하
는 지식근로자나 학생에 대한 정보의 획득 면에서 정부나 개인보다 우
위에 있으므로, 비용 낭비적인 부실훈련이나 교육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한 지속적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합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민간부문은 교육훈련의 질, 공급능력, 생산성, 적합성, 신속성
면에서 우위를 가진다. 이때 기업은 교육훈련의 적합성․현장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단체)는 교육훈련의 사회적 통용력 제고 및
기업 외부의 근로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대변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식기반사회가 될수록 교육과 훈련이 지니는 사회적 열위자의
사회 적응과 자활을 촉진하는 사회정책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
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격차는 사회 및 노동시장 불평등의 주요
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학습 기회의 결여는 실업과
저임금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기회의 지속적인 불균등으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은 장기적이고 예방
13) ILO, World Employment Report 1998-9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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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격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공정한 소득재분배의 강력하고도 저렴한 수단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중
대하다고 할 수 있다.14) 적어도 지식습득 기회의 차단으로 인한 사회적
인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를 최대한 보
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열린 교육훈련체계를 통한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요
구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흡수능력을 배양하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인적자원
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지식 흡수능력의 배양은 지식의 활용
과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지식집약화와 지식근로자의 형성에 기
여할 것이다.
둘째, 지식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동시
장의 안정과 사회적 통합 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 인력개발을 통하여
지식격차에 따른 지속적인 실업과 소득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적극적
복지의 의의를 가진다.
셋째, 개인 및 근로자가 보유하거나 획득한 지식에 대한 사회적 인
정․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식의 습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력이 보유하거나 인력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
의 부족은 인적자원에 대한 과소 투자나 훈련시장의 비효율화를 가져오
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지식에 대한 신호기제의 강화와 합리적
인 평가를 통한 정보 흐름의 개선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지식의
습득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 및 근로자, 교육훈련기관 간
의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형적인 지식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각 이해당사
자들간의 참여와 협력은 지식의 습득․흡수를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14)

D. Snower & A. L. Booth,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the
Acquisition of Skills”, in Acquiring Skill: Market Failures, Their
Symptoms and Policy Respons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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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있어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이를 도식으로 체계화하면 [그림 11-1]과 같다.
[그림 11-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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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지식격차의 문제는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수를 전제로 지식이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
히려 그 유통을 제한하기가 쉽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매력
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배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저소득층일수록 우선적으로 생필품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지식
재(knowledge goods)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 이들은 담보가 없기 때문
에 은행대출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고리채에 의존하는 등 오히려
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분절로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비용
을 오히려 더 지불해야 하는 데다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경제
적인 이유로 경제적 지위의 열위와 함께 사회적 소외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과
제인바, 특히 지식격차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그 해소
내지는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그 주요한 정
책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15)
가. 직업교육의 특성화와 다양화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지식정보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과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를 고루 전달하기 위하
여서도 직업교육을 대상별로 특성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식격차의 완화 및 해소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중등교육과정에
서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다양화는 물론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직업학
교나 직업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비취업
인문계 졸업자에게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15) 이 부분은 강순희, ｢지식기반경제의 인력개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1주
년 기념토론회 (1999. 9. 10) 발표논문에 의존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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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나. 계속교육의 기회확대와 교육시기, 방법의 탄력적 운용

열린 학습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시입학제는 물론 야간제․
시간제․계절제 등 교육 시기를 다양화하고 교육방법, 수업 연한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적․금전적 제약을 고려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재학 가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확충을 통하여 최소한
자질 있는 사람이 시간적․금전적 제약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와 함께 인력개발을 통하여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제고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산업 분야별 인
력양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실업자 직
업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훈련생 특성별로 특화된 훈련
(target-specific training)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직업안정기관의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실업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훈련필요 여부
를 결정하고, 훈련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함으로써
훈련을 필요로 하는 실업자에게 제대로 훈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찰적 실업자에 대한 단기간의 훈련을 지양하고 인력개발을 통
한 재취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점 실업자 집단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실업의 위험이 큰 장기실업자,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청소년, 여성 등의 중점 실업자 집단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
화하기 위해 이들을 우선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훈련의 일정비율을 할
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훈련생 가운데 중점 실업자 집단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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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을 훈련과정의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99년 3월부터 일부 실업자 훈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맞춤
훈련을 실업자 직업훈련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맞춤훈련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훈련
생에게는 취업보장으로 훈련에의 참여의식을 높이며, 기업은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훈련기관은 기업의 요구에 맞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모
든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특히 인력개발의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는 특히 중요
하다. 우선 중소기업 직업훈련 실시에서 애로 요인으로 지적되는 훈련시
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
훈련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사용자
단체, 각 지역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훈련원을 설
립하거나 공공훈련기관인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가 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든 중소기업 공동훈련원의 설치․운
영비용 및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 인력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
기업의 훈련시설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훈련기관으로 지정․활용하
는 조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별 중소기업 또는 복수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주도하되 대기업에서 훈련시설과 장비,
강사 등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훈련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실시나 각종 지원, 훈련프
로그램 공동개발 등의 경우에도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

316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취업애로계층의 인력개발 지원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장애인, 비진학 청소년, 실업 위
험이 큰 중고령자 등의 취업애로계층에게 근로를 통한 적극적 복지를
수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별로 적합한 훈련이 실시되도록 하여
야 한다.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훈련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훈련의 활성화와 함께 구직활동을 촉
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하다. 기술 습득뿐만 아니
라 효과적인 구직정보의 입수, 동기부여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편성할
필요가 있다.

IV. 참여의 제도화: 노동운동의 기조 전환

이러한 노동정책의 중점 이동과 아울러 지식기반경제는 그에 조응하
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노동운동도 기조
전환에 해당하는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 조응하는 노사
관계는 참여적 노사관계이며,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기조도 참여의 제도
화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지식기반경제에 수반되는 환경적․조직적 변화에 조응
하여 기존의 노사관계가 참여적 노사관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
한 다음, 이를 위한 참여의 현실적인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목표나 양태가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은 물론
인바, 이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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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적 노사관계: 지식기반경제에의 조응
지식기반경제는 참여적 노사관계를 요청한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경
제가 초래하는 환경과 조직상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 경쟁의 글로벌화, 수요
자 및 고객으로의 시장 주도권의 이전에 따른 시장환경의 불확실성 증
대(안정형 제품시장 → 유동형 제품시장) 등의 경향이 참여와 협력의 노
사관계가 지식기반경제와 구조적 조응성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지닌 차별화된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여 생산․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시스템으로부
터 품질․효율․혁신 중심의 고성과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개발 부문은 물론 작업현장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기
능 및 창의성과 헌신성을 지닌 고기능․고지식 노동력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게 되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에 기초하여 이들 고기능․고
지식 노동력과 고성과 생산시스템 간의 결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개인이나 조직
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지식의 양과 질, 그리고 그 공유와 활
용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축적된 지식의 양이 많고, 그 질적 심
화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조직성원들간에 높은 수준의 지식 공유가 이
루어지는 조직은 그만큼 높은 경쟁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적 자본이나 노동력의 투입만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성의 양적 확장
만을 기하던 투입 중심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시점에서 유일하게 존재
하는 대안은 개선, 창의성, 혁신 능력을 지닌 지식 노동력의 축적과 활용
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적 수준
에서 지식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은 인적자원을 조직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여 그 역할과 기능 및 잠
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효율․혁신 중심의 고성과 조직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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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전략
적 가치 자체가 노동자의 참여와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참여적 노사관계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노
동측 역시 개별적․집단적 수준에서 노동자들이 지닌 지식의 투입, 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참여적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참여적 노사관계가 노동측에 갖는 의의는 지식기반경제가 초
래하는 노동소외의 극복에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기반경제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소외 문제인데, 지식기반경제
가 지식노동자에까지 소외의 폭을 넓히는 것은 역설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이다. 노동 소외의 문제 역시 시장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고
참여적 노사관계를 통하여 그 해소 내지는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인적자원 중시전략과 노동의 참여전략이 결합될 지식
기반경제가 요구하는 노사협력적인 ‘작업장 협약(workplace pact)’이 성
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노와 사가 참여와 협
력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신뢰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기
반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며,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새로
운 경쟁력의 기반을 축적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의 확립은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의 확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고능률,
고품질, 혁신, 시장 요구에의 유연한 적응능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고수
준의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경쟁전략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비교우위의 확보에 두어질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적자원투자와 아울러 그러한 경쟁전략을 뒷
받침하는 조직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는 전략적 수준, 단체교섭 수준, 작업
현장 등 세 가지 수준에서 각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16) 우선 이
16)

R. E. Walton & R. B. McKersie, A Behavioral Theory of Labor
Negotiations: An Analysis of a Social Interaction System, Ithaca : Cor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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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사자들은 전략적 수준에서 노사관계를 정합적(positive-sum) 관계
로 인식하여 단기적 이해 대립이 아닌 장기적 공생의 관계 형성을 더 중
시하고, 이러한 방향에서의 비전과 전략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단체교섭
역시 상당한 차별성을 보인다. 교섭 당사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고
확장시키며, 이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문제해결 지향적 경향을
강하게 갖는다. 파이의 분배보다는 더 큰 파이의 생산을 위한 정합적 게
임이 주된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는 한편, 이를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
보 공유가 활성화된다. 작업현장 수준에서는 관리와 감독, 명령보다는
자율과 책임, 자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며,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조직
성원들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학습되고, 생산 과정에
투입됨으로써 공생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또한 노사 대립의 ‘분배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은 노사 파트너십에 기초한 ‘통합 교섭
(integrative bargaining)’으로 전환된다. 노사관계가 참여적 속성을 지니
면서 행위자들은 통합 교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행위 지
향’(behavioral orientation)을 조정한다.

2. 제도화의 수준과 내용
지식기반경제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안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생산체제하에서는 대립적 노
사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경제 발전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생산체제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식과 정보,
그리고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 노동자가 작업장 수준에서부터 출발하여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정
보의 흐름을 상시적으로 접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참여
적 노사관계가 요청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노동운동은 참여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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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가
진다. 첫째, 기업 조직의 각 수준에서 노동자 참여에 의한 노사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의 기제가 활성화된다. 둘째, 어떠한 형태이건 넓은 의
미의 ‘이윤 공유(profit sharing)’, 혹은 ‘성과 공유(gain sharing)’의 요소
들을 내재화한다. 셋째, 명시적이건 혹은 암묵적이건 장기적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고용의 안정과 장기적 고용관계가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
력을 이끌어내는 핵심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작업현장 수준
에서 노동자들의 창의성이나 개선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팀
생산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다섯째, 개인적 차원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집단 응집성(group cohesiveness)’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기제들을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노사관계는 노동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들을 정비한다.17)
그러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어떤 수
준과 내용의 제도화가 요구되는가? 그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보다도 먼
저 기존 제도의 활성화와 개선에서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반드시
단선적인 선후관계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바탕 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참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의
지식기반화에 상응하는 참여의 제도적 수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18)
가. 교섭 범위의 확대 및 노동자이사제의 점진적 도입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자의 경영참가 경로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경영참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에 ‘경영전권’으로 간주되었던 사항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제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 자체가 곧 노동자의 경영참가이다.19) 물론 현실적인
17) D. I. Levine & L. D. Tyson, “Participation, Productivity, and the Firm's
Environment”, in A. S. Blinder (ed), Paying for Productivity: A Look at
the Evidence, Washington, D. C. : Brookings Institution, 1990,
18) 이하의 내용은 졸고, ｢노동자의 경영참가 방안에 관한 일 연구｣, 경제와 사
회 , 1997년 겨울호에 대체로 의존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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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고려할 때 공동결정방식의 경영참가제도를 전일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범위를 이른바 경영사항까지 점
차 확대함으로써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단체교섭에 의한 공동결정 방식
의 경영참가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현 단계에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도 필요한 경영
참가제도로 노동자이사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이나마 노사공동결정방식에 의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이다. 물
론 이는 기업과 노조가 처한 사정과 전망, 이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실제 도입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나,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독일식 공동결정제도에
는 훨씬 못미치지만 노동자가 선출한 한두 명의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참가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들 노동자이사
는 경영 제반사항의 협의에 참가하되, 주로 노무․인사에 관계되는 사항
에 관해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한편, 이사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노동자들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는 일도 맡게 될 것이다. 특히 고용과 해
고 등 노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자이사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할 것
이다.
나. 노사협의의 내실화와 노사공동위원회의 활용
노동자 경영참가의 또다른 유형으로서의 노사협의는 한국에서도 법제
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노사협의회제도는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경영참가의 의의를 살리기에는 미흡
하였다. 그동안 노사협의회가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로 제대로 기능하지
19) A. Sturmthal, “Unions and Industrial Democra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No. 431 (May 197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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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던 원인은 흔히 사용자의 성의 부족으로 돌려지지만 설사 그렇다
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서 노사협
의회제도가 강화된 것은 그 자체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강화
된’ 노사협의회제도 역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로서는 여전히 미흡하지
만,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의결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노사협의를 통한 높은 수준의 경영참가의 제도적 가능성
이 열리게 되었다.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은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부분적으로 도
입하는 것으로서 경영참가의 실제적인 효과도 대폭 증대될 수 있다. 왜
냐하면 이들 노사공동위원회의 활동은 단체교섭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 활동을 통하
여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에 의한 경영참가의 범위 및 수준의 확대․제고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공동위원회를 적극 설치․활용
하여 경영참가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은 현 단계에서 의
미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기존의
징계위원회, 공정인사위원회, 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더하여 포상, 보상,
여성 등에 관한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소 노동자측의 주도가 되겠지만, 사
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술 도입이나 팀활동과 관련하여 작업장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쌓아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경영전략에 관련된 사항에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노동자
의 참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연계
현행 법제상으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전
자가 노사간의 이해와 대립을 노조의 조직력과 때로는 쟁의를 통해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 후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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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용자의 배타적 지배를 지양하고 노사간의 대립보다는 협력이 전제
가 되고 특히 노동자의 참여를 통하여 기업 및 노사관련 사항을 원만하
게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이 양 제도의
관계는 대체로 반드시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분리될 수 없는 측면도 있
다. 노사협의의 안건이 단체교섭의 안건과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양 제도의 연계는 기업의 규모, 노사관계의 현황, 그리고 사안에
따라 그 실제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단순화의 위험을 무
릅쓰고 얘기한다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그리
고 노사간의 시각차가 큰 안건일수록 양 제도를 긴밀히 연계시켜 유기
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
면, 특히 경영참가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안은 현재 한국에서 노사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체교섭 사안으
로 불쑥 제출하여 노사관계를 긴장시키거나 아예 교섭은 물론 협의의
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하여 불신을 증폭시키기보다는, 노사협
의를 통해 양자의 입장을 절충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 성
립시켜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효
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라. 경영참가위원회의 설치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하여 단체교섭과 노
사협의의 연계를 관장하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독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영위원회와 같이 경영사항 그 자
체나 경영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노동자
의 경영참가 문제를 협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단체교섭에 넘기는,
말하자면 경영참가의 제도화에 대한 교통 정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그
위상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위원회를 편의상 ‘경영참가위원회’라고 한다면, 그 역할 범위는 당
해 기업의 사정을 감안한 경영참가의 제도 제안, 그 타당성 연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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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신축적이고도 폭넓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
며, 그러면서도 노사 쌍방은 이 위원회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참가를 다루는 위
원회들을 이 경영참가위원회의 소위(小委)로 편입시키는 체계화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실과는 다르게 작업장 수준 이상의 노동자 경영참가는
기업효율을 저하시킨다는 선입견을 가진 사용자가 지배하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체계화는 필요하다. 또한 작업장 수준의 참가가 권위주의적 통제
의 강화와 맞물려 있는 경우에 이는 필수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3. 노동운동의 접근
지식기반경제에 상응하는 노사관계는 참여적 노사관계이며, 이를 위
한 제도화는 일차적으로 노동운동의 과제이다. 그러면 그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의 접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앞
에서 살펴본 제도의 실현과도 관련하여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상응하
는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현 단계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임금 위주
의 교섭관행, 과도한 투쟁성 및 정치화의 경향, 조직 이기주의의 발현 등
을 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문제점을 지양하면서 지식기반경제에 상응
하는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노동운동의 지향이라고 할 때, 현 단
계에서 제기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조합 활동을 분배투쟁 위주에서 참여협력 위주로 그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분배투쟁 중심의 노사관계는 제로 섬(zero-sum) 관계
이므로 대립․갈등이 불가피하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분배 이전에 생
산 단계에서부터 참여․협력함으로써 분배 단계로까지 참여가 이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생산성, 품질, 서비스 향상에 일정
한 역할을 하는 등 기업 성장에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역할할 때 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발언권도 실제로 강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은 기업의 장기발전전략 설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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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사의 노사 쌍방이 초일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겨냥하여 체결한
‘미래의 작업장(Workplace of the Future)’협약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작업현장 수준에서도 작업조직 재설계, QC 등 제안활동과 더불어 자율
팀 운영에도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섭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섭 석상에서는 상대방에게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객관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고 기업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여 요구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기업의 권한
밖인 줄 알면서도 다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정치적인’ 태도는 합리적인 교섭문화의 구축을 위해 타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섭을 통해 노사가 수용가능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교섭기법도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교섭 4대 원칙’
을 준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보
라, ② 이해관계의 득과 실에 초점을 맞추어라, ③ 노사 모두에게 이익
되는 대안을 찾아라, ④ 합의안 도출의 기준에 먼저 합의하라.20)
셋째, 노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영성과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역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개별 노동자도 현장 참여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
한 이해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경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노동조합은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성과 이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인력개발정책에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프로그
램을 포함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준법활동을 강조하
지 않을 수 없다. 참여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 자율과 책임의 참여
적 노사관계는 법이 제대로 지켜질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이제 노
동관계법이 공정한 법규범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법적 절
차를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노동운동은
20) E. Cohen-Roshenthal & C. E. Burton, Mutual Gains, ILR Press, 1993, pp.
65-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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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정보화․지식화와 및 유연화․개인주의화 등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식기반경제는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변화를 엄중하
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는 노동조합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현재와 같은 투쟁적인 노동운동의 기조를 두어
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부터 강요되는 현 상황을 뒤
엎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 분
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차원에 심대한 뿌리를 가진 것으로
뒤엎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비록 추상이념이나 희망사항으로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차원에서는 적응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선
택일 것이다.21) 이를 떠나서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정치화되어 기조 전환에 상당하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
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잎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 노동의 몫이다. 노
동운동 역시 지식기반경제에 조응하는 변화가 요청된다. 참여적 노사관
계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조합내 민주주의의 신장과 분파주의의 극복이
기본적으로 요청된다. 노동운동의 지도자는 자신과 조합원의 전문성 제
고와 함께 ‘미느냐 밀리느냐’ 식의 운동 관행과 단세포적 의식에서 탈피
하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축적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할 때 노동운동은 저항운동에 머물지 않고 문제해결 운동으로
지식기반경제에 조응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식기반경제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이는 곧 노동부
문의 걸맞은 변화 없이는 지식기반경제의 성공은 물론 그것으로의 이행
21) 졸고, ｢글로벌 경쟁시대의 노사관계 전략변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토
론회(2002. 9. 4-5) 발제문,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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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노동정책의
중점이 인적자원개발로 이동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립적인 노
사관계로부터 참여적인 노사관계로의 이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동운
동은 이에 상응하여 참여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의 양태도 합
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지식노동자를 양성하여
노동시장에서 공급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식기반
경제가 초래하는 지식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열린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평생교육훈
련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력의 차이
를 떠나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
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과 더불어 노사관계 역시 지식기반경제에 조응하
는 참여적 노사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치르고도 ‘제
로 섬(zero sum)’에 머무는 노사관계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로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을 낳는 참여적 노사관계를 제도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의 ‘조율된 노력
(concerted efforts)’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특히 노
동조합이 전투적 타성과 과도한 정치화를 극복하고 참여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에 운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 요청된다. 이는 지식기반경제에 상응
함과 동시에 지식기반경제가 초래하는 노동 소외의 확대를 극복하기 위
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노동운동의 양태도 지식기반경제
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반드시 부연되어야 할 점은, 인적개발정책과 참여적 노동운동이 상호
보완의 관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개발이 단순히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노동운동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에까지 정책
이 미쳐야 함과 마찬가지로, 참여적 노동운동은 보다 적합한 인적개발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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