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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

김상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17개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다시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연장근로의 특례에 대해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비교법 차원에서 프랑스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았
다. 프랑스에서는 연장근로의 한계를 연간총량 220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
면서 다시 단체협약으로 혹은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이를 초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주 최대 48시간까지의 상
한을 원칙으로 하고 가산임금 지급 외에 의무적 보상휴식을 마련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핵심용어 :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연간총량, 연장근로의 특례, 의무적 보상휴식, 1주 근
로시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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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 대학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josephsangh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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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17개의 특례업종을 정하면서 당해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
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휴게시간의 특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과연 연장
근로 특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
간(혹은 구법 적용사업장 56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제53조 제3항)를 논외로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계시키면 최대 1주 52시간(혹은 56시간)을 근무하는 특정주에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적용하여 특정주에는 1주 64시간(혹은 68시간)이라
는 상당히 장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1) 그
런데 다시 특례업종에서는 제5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얻으면
이런 한계를 무한정으로 초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연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
강보호 관점에서나 고용증대를 꾀하여 할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적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2)
이와 같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근로시간제와 우리
나라의 연장근로의 특례제도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3) 프랑스 입법에서는 연
1) 임종률,『노동법』, 제7판, 2008, p.415; 노동부 행정해석, 2000. 5. 29, 근기68207-1039; 異
見, 김형배,『노동법강의』, 제10판, 2007, p.259; 이병태,『최신노동법』, 2003, p.810에서
는 입법론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업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동조합에서 동 제도의 폐지 요구가 있어 왔
다(전국자동차연맹,『자동차운수근로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2004, p.37 참조). 이에
따르면 당시 월 280시간, 주당 65시간의 근로실태가 10년간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1998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운수분과위원회, 운수정책협의회가 발족되어 2004년 6월 22
일까지 활동한 바 있고, 동 공익위원들도 위 근로시간의 특례제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힌 바 있다.
3) 독일, 일본의 근로시간제와의 비교는 어수봉․김우영․김상호․권현지․황선자,『실근로시
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김상호)

몲

3

장근로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
로써 우리의 제도개선에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Ⅱ. 프랑스의 근로시간제

1. 1주 35시간제의 연혁
2008년 현재 프랑스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지만 1936년 이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었고 1982년부터는 39시간이었다.4) 1996년 6월 11일
2007, pp.206～220 참조; 이외에 근기법 제59조의 연혁, 해석,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김
재훈,「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산업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2007, pp.163～179 참조.
4) 최초의 근로시간법으로는 8세에서 12세까지 하루 10시간, 12세에서 16세까지 하루 12시
간을 규제하는 1841년 3월 22일 법률이 있고,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제를 확립시킨 1919
년 4월 23일 법률과 1주 40시간 제도를 확립한 1936년 6월 24일의 법률이 있다(이상,
Michel Miné, Negocier la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2e édition, 2000, pp.14～
20). 한편, 실업에 따른 고용정책적 목적이 가미된 근로시간제는 1982년 1월 6일 법률로
시작되어 다음의 변화가 있었다:
- 1982년 1월 16일, 제82-41호 법률수권명령(ordonnance) : 1982년 1월 6일의 법률에 따
라 근로시간의 연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개념의 도입.
- 1986년 2월 28일, 제86-280호 법률 : 관련 법률규정을 對團體協約 임의규정화하는 정도
를 높임.
- 1987년 6월 19일, 제87-423호 법률 : 관련된 교섭의 영역과 적용범위를 확대.
- 1992년 12월 31일, 제92-1446호 법률 : 고용, 단시간제 개발 및 실업에 관한 법률.
- 1993년 12월 20일, 제93-1313호 법률 : 소위 노동, 고용, 직업훈련에 관한 5개년 법이
며, 근로시간의 연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교섭 가능성의 확대와 근로시간제의
규율 완화를 꾀함.
- 1995년 2월 4일 법률 : 1993년 법률의 보완 및 수정.
- 1996년 6월 11일, 제96-502호 법률 : 협약에 의한 근로시간의 규율과 단축으로 고용증
대를 꾀함.
- 1998년 6월 13일, 제98-461호 법률 : 앞선 법률이 대체됨. 동 법 역시 근로시간의 단축
을 내용으로 함.
- 2000년 1월 19일, 제2000-37호 법률 : 교섭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
- 2003년 1월 17일, 제2003-47호 법률 : 임금, 근로시간, 고용의 개발에 관한 법률.
- 2005년 3월 31일, 제2005-296호 법률 : 기업에서의 근로시간의 조직의 개혁에 관한 법
률(이상 B. Pélissier/J. Pélissier/Roset/Tholy, Le code du trvail annoté, 26e édition,
2006,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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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obien법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고용증대를 꾀하고자 하
였고, 1998년 6월 13일의 1차 Aubry법은 2002년 1월 1일에 전 사업장에 법정
근로시간 1주 35시간이 시행됨을 기준으로 삼고 다만 상시 20인을 초과하는 사
업장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정하였다(제1조). 또한 미리 노사간
의 교섭에 의한 방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제3조).
사용자들과 노조들은 집단적 근로시간의 단축 방법으로 각 산업과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교섭을 할 수 있었다. 노사간에 교섭할 노조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들이 대표적인 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핵심 내
용은, 1주 35시간 이하 집단적인 근로시간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한 10%의 시
간 단축에 합의하고, 최소 6%의 고용창출을 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의 감면 조치가 주어지는 것이었고, 15%의 시간단축에
합의하여 9%의 고용창출 내지 고용유지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특
별보조가 주어지는 것이었다(제3조 Ⅳ 및 Ⅵ). 한편, 유럽연합 지침인 93/104/CE의
내용과 국내법이 통일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2000년 1월 19일의 2차 Aubry법은 1998년 6월 13일 법률의 토대 위에서 실
시된 시간단축 교섭의 결과로 발생된 월 최저임금 문제와 연장근로 가산요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월 최저임금 보장에서 일부 단시간 근로자를 배제시키고
(제32조 Ⅱ) 연장근로 가산요율에서 시간단축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와 여타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정함으로써(전자는 25% 적용, 후자
는 10% 적용, 제5조 Ⅱ, 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위원회의 위헌결
정을 받았다(13. Jan. 2000-décision N˚ 99-423 DC).
2003년 1월 17일의 Fillon법은 위의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차 Aubry법
을 수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요건을 완화하였다. Aubry법을 보완하는 차
원에서, 39시간제하에서의 월 최저임금 수준을 35시간제에서도 확보하도록 아
예 시간당 최저임금을 연 3.7%씩 3년간 인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고(제1조),
연장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정하였으며(제2조), 2003년 7월 1일부터 시간단
축으로 고용을 증진한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의 신규 감면을 창설하였
다. 이와 같은 동 법률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2003년 1월 13일의 2002-465
DC 결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 법은 또한 1998년 6월 13일 법률과 2000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김상호)

몲

5

년 1월 19일 법률에 의거하여 체결된 (구속력이 확장된) 산업별 단체협약 혹은
단체협정 또는 기업 내지 사업장의 단체협정의 해당 규정은 동 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였다(제16조).
2005년 3월 31일의 Borloo법은 근로시간계좌(Compte-Epargne-Temps)를 완
화된 요건에서 확대 실시하여 연장근로 등으로 확보된 유급의 보상휴식권을 넓
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고,5) 다른 한편 동 법 공포일 당시 20인 이하
의 사업장을 위하여 특별히 연장근로 가산요율을 10%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2. 실제 근로시간, 호출대기시간 및 준근로시간(durée du travail
éffectif, période d'astreinte, et équivalences)
프랑스는 1998년 6월 13일 법률 이래 노동법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의
하고 있다: “실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하에 놓여 있고, 개인적
인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없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시간을 의미한
다.”(L. 3121-1조)6). 이 개념 정의는 오랜 판례에서 형성한 ‘실제 근로시간’의
5) 근로시간계좌는 1994년 7월 25일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제도이다. 2000년 1월 19일
법률에 의해 개정되고 2005년 3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대폭 완화되었다. 1994년 입법
당시에는, 단체협약으로 채택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가 유급휴가권, 연장근로로 인하여
갖게 된 보상휴식권, 보너스 명목으로 받게 된 유급휴식권 등을 계좌에 적립하여 추후의
필요한 경우에 휴식을 취하면서도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용도로는 휴가
외에 자녀양육을 위해 무급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사바티컬을 유급으로 받
게 한다든지 다양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0년
1월 19일 법률에서는 근로시간계좌제도에 대한 첫 수정을 가했는데, 당시 주 35시간 단
축에 따라 연장근로의 의미를 갖게 된 시간들을 근로시간계좌의 예치 대상으로 포함시키
되, 다만 예치할 수 있는 한도를 1년에 22일로 정하였다. 직업훈련을 강조하여 무급의 직
업훈련에 대해 유급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휴가권의 소멸시효를 5년 혹은 10
년으로 정하는 등 권리 제한도 두었다. 2005년 3월 31일의 법률은 여러 면에서 규제완화
와 확대를 꾀하였다. 먼저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휴식권을 시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상
한(22일)을 없애고 그 상한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예치된 휴가권의 5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도 없앴다. 다음으로 확대의 내용은 임금인상분을 시간으로 환산해 예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저축제도를 시간계좌와 연계할 수 있게 하
였고, 사회보장법전 L. 911-1조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은퇴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를 보강하도록 연계하였으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휴가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게 하
였다(현행 프랑스 노동법전 L.3151-1조 참조).
6)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노동법전상의 조문을 싣는다. 참고로 곧 구법전이 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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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를 그대로 존중하여 입법화한 것이다.7) 이에 따라 예컨대 요리사로서
작업 때문에 식사를 사업장 내에서 하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경우에, 식
사시간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되었다.8)
한편,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계약에서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L. 3121-2조). 따라서 휴게에 필요한 시간은 단체협약에서
보상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근무복의 착의와 탈의 시간은 동 규정에서
실제근로시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금전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보상하는 방법과 수준은 단체협약 등 당사자들의 정함에 따르도록 한다(L.
3121-3조). 통근시간도 실제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단체협약으로 보상
되는 것을 허용한다(L. 3121-4조).
다음으로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호출대기시간(période d'astreinte)9)을 정하
고 있다(L. 3121-4조): “사용자의 상시적이고도 즉각적인 처분에 놓여 있지 않
지만 기업의 업무에 근로를 수행하도록 호출 내지 투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
거지에 머물러 있거나 근접한 곳에 머물러 있을 의무를 지는 시간을 말한다.”
여기서 “투입시간(durée de cette intervention)은 실제근로시간이고, 호출대기시
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 산입”된다. 호출대기시간에 대한 규율
및 보상은 단체협약에 기본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이것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정하도록 하는데 다만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는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대표)와 협의를 거치고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L.
3121-7조).10)
전 노동법전상의 조문도 붙인다. 이하 동일하게 작성한다. 필자가 직접 행한 번역문은
어수봉․김우영․김상호․권현지․황선자, 전게서, pp.243～262에서 참조 가능.
7) B. Pélissier/J. Pélissier/Roset/Tholy, précité, p.520: 예컨대, cass. soc. 3 juin 1998, N°
de pourvoi : 96-42455(http://legifrance.gouv.fr). 동 판례는 실제근로시간과 호출대기시
간을 구별하면서 전자를 정의한다.
8) cass. soc. 4 janvier 2000, N° de pourvoi : 97-43026.
9) 이 제도는 2000년 1월 19일 2차 Aubry 법률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다.
10) 우리나라의 관념으로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런 시간이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
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명문으로 이와 같은 규율을
두고 있고, 실제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정식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그 수준은
대체로 당해 근로자 시간급의 10%에 이르지 못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하지만 여하
한 약정도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정한 것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cass. soc. 10 mars
2004, N° de pourvoi : 01-46369). 또한 프랑스의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률은 90%가 넘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김상호)

몲

7

프랑스 노동법전은 이외에도 근로자의 非活動時間(période d'inaction)을 포함
하는 직업에 대해 법정근로시간에 준하는 시간((équivalences, 이하 ‘준근로시
간’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11)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 주 35시간을 넘는 다른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다. 예컨대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분야의 경우 2004년 12월 30일 2004-1536호 총리령(관
보 JO 1er janv. 2005)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정한다(다만 이 분야
에 근로자 2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서 집단적 근로시간이 있는 때에는
2002년 12월 24일 2002-1256호 총리령에 의하여 법정근로시간은 37시간이다).
또 다른 예로서 여행업 분야에서는 2004년 2월 9일 2004-124호 총리령에서는
하루 10시간까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하되, 10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
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는 특칙을 담고 있다. 이 총리령은 미성년자를 통솔하
는 자, 그룹여행의 동반자 내지 가이드에게도 적용한다.12)

3. 하루 법정근로시간 10시간
프랑스에서는 하루 법정근로시간을 10시간까지로 정하고 있다(L. 3121-34조
/L. 212-1조 2문). 그런데 그 단서에서는 다시 10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총리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시적인 업무의 증가시’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일 근로시간 1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D. 212-12
조),13) ‘단체협약’에 의할 경우에는 1일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D.
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법전에서 단체협약에 맡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2차 Aubry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것인데 노동법전 L. 3121-9조(L. 212-4조 제5항)에서
정한다: “비활동시간을 포함하는 직업에서나 고용에 대해서는 산업별 협약이나 협정의
체결 후에 제정되는 총리령(décrets) 혹은 국무원의 명령(réglement)에 의하여 법정시간
에 준하는 시간(équivalences, 준근로시간)이 확정될 수 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관행
에 따라 혹은 단체협약이나 협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12) 이외에 카지노 분야에서는 2003년 9월 1일 2003-8404호 총리령이 법정근로시간에 준하
는 시간을 2003년 말까지는 38시간으로, 2004년부터는 37시간으로 하였는데 2005년부
터는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자동차서비스 분야로서 2005년 1월 20일 2005-1194호
총리령은 자동차보관인(personnel de gardiennage)에 대해 1주 4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식료품점 분야에서는 2003년 12월 15일 2003-1194호 총리령에 따라 38시간을 법정시
간으로 정하고 있다(이상 B. Pélissier/J. Pélissier/Roset/Tholy, précité, p.525).
13) D. 3121-15조에서는 하루 10시간의 초과를 근로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서 “근로의 성질상 또는 사업체에 부과되는 부담으로 인해 또는 사업체가 체결한 약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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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6조).14)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의 하루 휴식제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로서, 하루에 연속적으로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L. 3131-1조). 따라서 달리 특별하
게 허용하는 근거가 없는 한, 하루 근로시간은 13시간은 넘을 수 없게 되어 있
다.15) 한편, 1주 법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이와 같이 특정일에 10시간을
넘어 13시간까지 근로하면 다른 근로일에는 10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시간을
근로해야 주 법정시간을 준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의 편성도 법적 규율의 대상이다.16)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달리 표현하여 변형근로시간제
(modulation du temps de travail)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 단위 변형근로시간제이

로 인해 일정 기간 내에 근로가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혹은 계절적 근로를 이유로, 또
는 주, 월 혹은 연(年)의 며칠 동안 발생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근로를 이유로 일시적 업무
의 증가가 발생된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운송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리령으로 정한다.
14) D. 3121-19조에서는 “구속력이 확장된 단체협약 혹은 단체협정 또는 사업 내지 사업장
별 협정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을 넘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다만 이와 같
은 초과(dépassement)가 1일 12시간을 도과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를 둔다.
15) Roy, Droit du travail 2000, 2000, p.41; 1993년 11월 23일의 93/103/CE 지침에 의
하여 이런 규제가 유럽회원국 전반에 미치게 되었고 대부분 국내법을 변경시켰다.
16) 근로시간의 편성(horaire de travail)과 관련해서는 집단시간표와 개별시간표를 언급할 필
요가 있다. D. 3171-1조는 “작업반, 사업소, 組(équipe)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집단시
간표에 따라 근로할 경우, 각 시간대(période de travail)의 개시 및 종료 시각을 명시하
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근로시간 편성 자료는 동일한 기준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adressé)되도록 한다. 한편, D. 3171-8조는 “근로자들이 게시된 하나의 집단적 근로시간
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 개별적으로 그의 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개시
시각 및 각 시간대의 종료 시각의 기록에 의한 방법이나 실제의 근로시간수의 명세서에
의한 방법 및 주 단위로 각 근로자가 수행한 근로시간수의 要解를 담아 산정되어야 한
다”고 규율한다. 한 사례를 들면, 개별적으로 근로시간이 규율되는 경우, 사람별로 개시
시각과 각 근로시간대의 종료 시각을 기록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수의 명세서에 산정하지
않고, 근로의 중단이나 휴게시간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매일의 근로시간의 폭(l'amplitude
journalière du travail)을 밝히는 것만 있다면 이것은 동 규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는 것이라 한다(이상, cass. crim. 25 janvier 2000, N° de pourvoi : 98-8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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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1년 이내를 단위로 하여 연간 근로시간이 1,60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조건하에서 변형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17) 물론 이런 변형제
가 필요한 사회․경제적 사정을 동 협약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하며, 하루 근로
시간의 상한인 주 10시간(예외적인 경우 12시간)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특
정주 48시간, 12주 평균 44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8) 이런 근로시간의 상한
을 넘는 근로시간과 연 1,60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
다.19)
변형근로시간제를 정한 단체협약 혹은 협정에서는 “①개별적으로 정해진 달
력상의 근로일의 변경 요건; ②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방식; ③변형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에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시기의 임금 산정 및 지급
요건”을 상세히 정하여야 한다.20) 또한 이런 변형근로시간제의 시행에 앞서 기
업위원회 내지 종업원대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사업주는 이와 같은 근로자대표기구에 변형적용평가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21)
한편, 2000년 1월 19일에 도입된 제도로서 1주 39시간을 넘지 않는 전제에서
4주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하여 1주 35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 유급의 하루
휴일, 반휴일의 부여 혹은 시간계좌에의 적립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22) 이것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

17)
18)
19)
20)
21)
22)

1993년 12월 20일 법률로 도입.
L. 3122-9조(L. 212-8조 제1항 및 제2항).
L. 3122-10조(L. 212-8조 제3항 및 제4항).
L. 3122-12조(L. 212-8조 제9항).
L. 3122-13조(L. 212-8조 제6항 및 제8항).
L. 3122-6조(L. 212-9조Ⅰ. 제1항) : “주당근로시간은 39시간 이내에서 사전에 공지된 월
력에 따라 4주간에 나눠서 실시되는 휴일(journée de repos) 혹은 반휴일의 부여로 단축
될 수 있다. 휴일 또는 반휴일의 수는 L. 3121-10조에서 정한 주당 법정근로시간(35시
간) 또는 이보다 적은 협약상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이 협약상 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시간수에 상응하게 정해진다.” L. 3122-7조 (L. 212-9조Ⅰ. 2문) : “이 경우 ① 39시간을
넘는 시간 및 ② 4주 평균하여 35시간을 넘는 시간은 바로 연장근로의 산정 및 금전보
상, 의무적 보상휴식이 적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L.3122-19조(L. 212-9조 Ⅱ. 제
1항)에서는 1년을 단위로 35시간을 넘어 수행한 시간을 유급의 하루 휴일 혹은 반휴일
로 보상하는 방식을 규정함. 시간계좌에 적립하는 것은 L. 3151-1조 1°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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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근로의 범위 및 가산요율
프랑스에서 연장근로의 개념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말한
다(L. 3121-22조).23)
연장근로의 한도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연장근로의 연간총량한도(un
contingent annuel des heures supplémentaires)라는 개념이 있다(L. 3121-11조).
연간총량한도는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로 연 22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D. 212-25조), 변형근로시간을 취하고 있는 경
우 연 130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다.24)
연장근로의 수행은 가산임금을 발생시키며, 가산요율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은 첫 8시간(43시간까지)은 25%, 그 이상은 50%를 적용하도록 한다(L.
3121-22조).25)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할 경우 그 하한을 10%선으로 유지하는
23) 판례에 의하면 “업무의 필요성”을 이유로 연장근로의 연간총량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을 이끌지 않는다고 한다(이상, cass. soc. 9 mars 1999, N° de pourvoi
: 96-43718). 즉 프랑스에서는 사용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때에 근로자는 연장근로 의
무를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에 관해 충분히 앞서서 고지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수행을 거
부한 데 대해 근로자를 해고함은 실제적이고도 진지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받지 못
한다(이상, cass. soc. 20 mai 1997, N° de pourvoi : 94-43653).
24) D. 3121-3조: L. 3121-11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연간총량한도는 노무자(ouvrier),
사무원, 반장(agent de maîtrise), L. 3121-39조의 간부직 근로자들의 경우 한 근로자당 1
년에 220시간으로 하고, L. 3121-51조에서 정하는 비간부급으로서 순회하는 근로자(salarié
itinérant), 간부급 근로자임에도 개별적 포괄합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주별 내지 월별 기
초 위에서 시간 단위로 정한 포괄합의에 개별적으로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같다. L.
212-8조에 따라 단체협약 내지 단체협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범위 내에서 주
당 근로시간이 다양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 연간총량한도는 1년에
130시간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130시간은 단체협약 혹은 단체협정이 주 31시간에서
39시간의 범위 내에서 변형을 정하고 있는 경우 혹은 동 단체협약 등이 1년에 70시간
이내에서 법정 주당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5) L. 3121-22조(L. 212-5조 제1항 및Ⅰ) : “L. 3121-10조(L. 212-1조)에서 정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수행된 연장근로나 이에 준한 것으로 인정되는 근로는 가산임금을
발생시키며, 그 요율은 첫 8시간에 대하여는 25%의 가산요율을 적용한다.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요율을 적용한다. 구속력이 확장된 단체협약이나 협정이나
기업 혹은 사업장 협약이나 협정에 의해서 제1항과 다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그 요율
은 10%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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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위와 다른 수준을 정할 수 있다.

6.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방법
특이한 것은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보상 외에 ‘보상휴식(repos compensateur)’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L. 3121-24조).26) 이와 같은 연장근로의 휴식
에 의한 보상은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 그 시행 여부
는 노사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협약에
서 정하게 되어 있다.27)
한편 이와 별도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의무적 보상휴식
(repos compensateur obligatoire)도 있다(L. 3121-26조 이하).28) 의무적 보상휴
식은 반드시 연장근로를 금전이 아닌 유급의 휴식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 대상으로는 먼저, 연장근로 연간총량한도 22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로서
주 41시간을 넘는 부분이다. 다만, 이 중 50%만을 휴식으로 보상하게 하며 또
한 상시근로자 2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연간
총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2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
26) L. 3121-24조(L. 212-5조 Ⅱ 제1항 및 제3항): “의무적 보상휴식에 관한 규율과 별도로,
구속력이 확장된 단체협약 혹은 협정 혹은 기업 혹은 사업장 협약이나 협정은 보상휴식
으로 보상될 연장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L. 3121-22조의 가산요율을 규정할 수
있다. 노조 대표가 없어서 L. 2242-1조(L. 132-27조)에서 정하는 연례교섭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동 보상휴식에 의한 보상은 기업위원회 혹은 종업원대표가 있을 경우,
그 대표기구의 반대가 없어야 가능하다. 기업의 협약이나 협정, 또는 전 제2항의 기업위
원회 혹은 종업원대표자들의 의견에 구속을 받는 당해 규정은 보상휴식의 부여방식 및
행사를 기업의 사정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27) 보상휴식으로 갈음할 경우에 35시간에서 43시간까지는 가산율이 25%이므로 125%에 해
당하는 1시간 15분의 유급휴식권이 발생하며, 44시간부터는 150%이므로 1시간 30분의
유급휴식권이 발생하는 것이다(이상 Michel Miné, Negocier la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2e édition, 2000, pp.215～217).
28) L. 3121-26조(L. 212-5-1조 제1항 및 제3항): “상시 근로자 2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서 단체협약에 기초하거나 법규에 기초한 연간총량한도 내에서 수행한 근로시간은 의무
적 보상휴식권을 발생시킨다. 주 41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로 수행한 근로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보상휴식권이 발생된다. 연간총량한도를 넘는 연장
근로로 수행한 근로시간은 100% 전부 보상휴식권을 발생시킨다.”; L. 3121-27조 (L.
212-5-1조 제3항)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기초하거나 법규에
기초한 연간총량한도를 넘어 수행한 근로시간은 의무적 보상휴식권을 발생시키며, 그 대
상은 연간총량한도를 넘어 수행된 연장근로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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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 100%를 유급 휴식으로 보상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20인 이하의 사업
장은 이 시간의 50%만 의무적 보상휴식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의무적 보상휴식은 유급으로 근로 면제가 되는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29) 다
만, 근로자가 이런 휴식을 취하거나 동 권리를 갖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에는 보상휴식권은 금전보상권으로 전환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된다(L. 3121-26조).

7.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
프랑스에서는 연장근로의 연간총량한도가 다시 당사자들간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30), 혹은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설명하면, 산업․그룹․기업 혹은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

29) L. 3121-28조(L. 212-5-1조 제4항) : “의무적 보상휴식은 법규로 정한 기간을 벗어나서
근로자의 형편에 맞게 전일제 혹은 반일제의 두 가지 형식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휴식은 근로자가 갖는 권리의 산정 차원에서 (연장근로로 실제에 행한)
근로시간에 준한다. 보상휴식은 만일에 그 시간에 근로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임
금에 상응한 정도로 일체의 감액도 되지 않는 보상이어야 한다.”; L. 3121-29조 (L.
212-5-1조 제5항) : “동 보상휴식은, 총리령이 정한 보고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
로 하고, 그 권리가 발생된 때로부터 최대 2개월의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
다. 다만, 구속력이 확장되는 단체협약 혹은 협정 또는 기업 내지 사업장별 협정은 이와
다르게 6개월 이내에서 최대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그 사용을 요구하지 않
더라도 그로써 그 권리가 상실되지는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1년의 기한 내에서 그
휴식을 실제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0) L. 3121-17조(L. 212-6-1조 제1항 및 제2항 1문): “근로자는, 산업, 그룹, 사업 혹은 사
업장 단위의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제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사
용자와의 동의하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수행되는 연장근로의 연간총량한도를 넘어 선택
된 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다. 동 협약이나 협정에서는 다음을 정한다 : ① 선택된 근로
시간이 수행되기 위한 조건, ② 이 근로시간에서 발생되는 가산임금 및 필요한 경우, 휴
식에 의한 보상”; L. 3121-18조(L. 212-6-1조 제2항 2문, 제3항, 제4항) : “연간총량한도
를 넘어 근로자의 선택으로 수행하는 시간의 가산요율은 L. 3121-22조(L. 212-5조 제1
항)에 합치하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요율에 미달할 수 없다. 연간총량
한도를 넘어 근로자의 선택으로 수행하는 시간은 L. 3121-19조(L. 212-7조 제1항)에서
정한 연간총량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동 시간
은 L. 3121-26조 이하에서 정한 의무적 보상휴식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선택된 근로시
간의 수는 1주 근로시간을 L. 3121-35조 제1항(L. 212-7조 제2항 제3문 및 제4문: 특
정주 48시간) 및 L. 3121-36조 제1항 및 제2항(L. 212-7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 및
제3항: 12주 평균 44시간)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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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또는 단체협정으로 정하는 전제에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이며, 사용자
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의 총량한도를 넘어 근로할 수 있는 것이다(L.
3121-17조 /L. 212-6-1조 제1항 및 제2항 1문). 동 협약이나 협정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런 선택된 근로시간이 수행되기 위한 조건”, “동 근로시간에
서 발생되는 가산임금 및 필요한 경우, 휴식에 의한 보상”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선택된 근로시간의 수는 특정주에 4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2주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31) 특별한 예외로서 특정주는 60
시간을 넘을 수 없고, 12주를 평균하여 1주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율(L.
3121-35조 제2항; L. 3121-36조 제2항)이 있지만 이 경우는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증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내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 3121-21조, R. 3121-23조). 이때에 가산임
금의 요율은 연장근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런 연장근로시간은 근로
자가 원한 경우이므로, 의무적 보상휴식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단체협약으로
휴식에 의해 보상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L. 3121-18조 제4항).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인데 연장근로의 연
간총량한도를 초과하는 데 대해 사용자가 기업위원회 혹은 종업원대표의 의견
을 들은 다음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L. 3121-19조 /L. 212-7조 제1
항). 여기서도 그 상한은 원칙적으로 특정주에 48시간이고 12주 평균 44시간이
며, 특별한 예외로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증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 내지 관할 관청의 승인하에 특정주 60시간 평균 46시간까지 허용
된다(R. 3121-21조, R. 3121-23조). 이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실업이 있음에도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연장근로로 근로를 보충하려는 연간총량한도 초과행위
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L. 3121-19조 제2항). 이 부분에 대한 가산임금의
요율은 연장근로의 경우와 같다. 또한 이런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의한 특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앞서 말한 의무적 보상휴식의 대상에 들어
온다.

31) L. 3121-35조 제1항(L. 212-7조 제2항 3문 및 4문); L. 3121-36조 제1항 및 제2항(L.
212-7조 제2항 1문 및 2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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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법제와의 비교 고찰

1.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와 공통된 내용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으로는 ① 1주 법정근로시
간이 각각 40시간, 35시간으로 종래보다 단축되어 규율된 점, ② 이런 시간단축
제도가 도입됨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달리한 점을 들
수 있고, ③하루 법정근로시간이 한국은 8시간, 프랑스는 10시간으로 주간법정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노사합의 형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⑤ 연장근로시간을 마련하고 연장근로에 있어서 그
범위를 설정하고 그 가산요율을 정하고 있는 점, ⑥ 연장근로의 특례에 있어서
도 양국 모두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
컨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양국이 공통된 형태를 갖
추고 있다.

2.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용

가. 근로시간의 개념 및 이에 준하는 개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프랑스의 제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프랑스
가 근로시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해석상 논란이 일어나는 대기시간에
대하여 호출대기시간이나 준근로시간을 정하여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 적지 않다. 일단 근로시간 개념이 정립되어야 이에 근접한 시간이나
이와 유사한 시간을 구별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의 처분하에 놓여 있고, 개인적인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없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제공의무
에 관한 학설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학설에서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
의 처분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된다”는 의견32)의 논리적 근거를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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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시간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가 대체로 근로시간으
로 보고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례별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만큼
한계가 모호하다.33) 대법원의 관련 판례34)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
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
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
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대가인 임금에
있어서 이런 시간을 실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
는다. 평가의 문제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호출대기시간(période d'astreinte)을 “기업의 업무에 근로를 수행
하도록 호출 내지 투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러 있거나 근접한 곳
에 머물러 있을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실제 근로시
간이 아닌 휴식시간”으로 규정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 단체협약 혹은 노
사대표간의 협의를 거쳐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출대기시간의 규정은 근로시간에 관한 2003/88/EC지침을 개정
하는 2004년 2월 9일 유럽지침 초안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일치하고 있다.35) 한
편, 독일의 근로시간제도와 비교하면 독일의 대기업무(Bereitsdienst)보다 호출
대기(Rufbereitschaft)에 가까운 개념이다. 독일에서 대기업무시간은 사업주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대기하는 경우이고, 호출대기는 근로자의 가정 혹
은 자신이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이다.36) 우리나라에서는
학설․판례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준하여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호출대기
32) 김형배, 전게서, p.153; 김형배,『근로기준법』, 제8판, p.346; 임종률, 전게서, p.331: “근
로제공은 반드시 근로를 목적에 따라 실현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을 사용자
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
33) 임종률, 전게서, p.424에서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나 호출대기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3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35)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8/EC(2004/02/09)제1조에서 on-call time과 inactive part of on-call
time을 구분하여 2003년 지침에 삽입하고자 한다.
36) Günter Marschollek, Arbeitsrecht, 2006, S.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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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용어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37)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준근로시간(équivalences)을 인정하는 점은 유럽지침
에서도 우리에게도 없는 내용으로서38)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의 호텔, 커피숍에서도 일부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기다리는 등 근로가 중단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인데, 근로
시간으로 보더라도39)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근로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프랑스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법정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근로시간의 평가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있다.40)

나. 하루의 법정근로시간
프랑스에서 하루의 법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1주 단위
35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주간 근로시간의 편성이 하루의 근로시간을 유연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즉 1일 근로시간에 있어
서는 10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41) 하루 휴식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율이 있는바, 우리나라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
게 한다. 이런 규율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결
합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
(2000. 5. 29. 근기 68207-1039)이 나오기까지 한다.
37) 임종률, 전게서, p.424에서 호출대기시간으로 명명하고 있다.
38) 우리나라의 감시단속적 근로와 비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근기법 제63조에 따라 아예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배제되는 점에서 별도의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프랑스의 준근로시간과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등의 규율이 마련될 경우, 비교 가능하지만 준근로시간의 특
징은 근로의 수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중의 비활동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39) 김형배, 전게서, p.250.
40) 한편 김재훈, 전게논문, p.172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준근로시간(équivalences)을 위주로
소개하는데, 근기법 제59조의 연장근로의 특례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사료된다.
41) 독일 근로시간법 제5조에는 하루의 휴식시간(Ruhezeit)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하루의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최소한 11시간의 단절 없는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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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프랑스의 1년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우리나라의 3개월 이내 단
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대비된다.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의 편성과 관련하
여 광범위한 정도로 결정 가능성을 부여하면서도 노동조합 등 대등한 노사관계
에서 이런 규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경우에 노동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바, 그런 만큼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

라. 연장근로
프랑스의 연장근로제도는 그 범위에 있어서 연간총량을 정해두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220시간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총량은 정
해져 있지 않지만 연차휴가기간 2～3주를 제외한 나머지 49주에 대해 1주 연장
근로 상한인 12시간을 곱한다면 588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2.5배 정도 더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42) 연장근로로 인하여 취업근로자에게 일할 기회가 편중
되는 만큼 신규 고용의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우리나라도 적정한
연간 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가산임금의 요율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좀 복잡하지만 프랑스는 첫
8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25%, 그 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50%로 규정하고, 단
체협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정할 수 있으되 10%를 하회하
지 못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국가는 노사에게 자율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조건
을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 주어 산업과 사업의 형편에 적합한 규율을
창출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보인다. 해당 L. 3121-22조는 對團體協約 任意規定
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관한 한 단체협
약에게 근기법 제56조를 벗어나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

42)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 전부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전
제에서 양국을 비교하면 그 이상으로 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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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 법정요율 50%보다 낮은 요율을 정하는 길은 없다. 이
런 점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규율의 경직적 측면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프랑스의 연장근로제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금전보상 외에 유급의
휴식에 의한 보상을 권장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권고적 보상휴식
은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 국한하며 노사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 근기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에 의해 사용자가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통적이라고 보인
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별도로 ‘의무적 보상휴식권’을 두고 있고, 단체협약으
로 이에 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상시 근로자 20인을 초과하는 사업에서는 연
간총량한도 이내에서도 주 41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 그 50%를 보상휴식으로
갈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적 보상휴식제를 고려할 때 프랑스에서는 연
장근로로 늘어난 근로시간은 다시 상당한 정도로 보상휴식에 의해 근로가 면제
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허용이 곧 실근로시간의 연장 효과가 항상 나타난다
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상휴식제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연장근로는 다시 그
만큼 근로를 면하는 효과로 이어지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

마. 연장근로의 특례
프랑스의 연장근로의 특례는 단체협약에 의한 방법과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양 방법 모두 연간총량한도 220시간을 넘을 수 있도
록 허용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점은 1주의 최대 한도가 마련되어 있
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연장근로를 특별히 더 초과할 수 있게 하지만 근로시
간은 특정주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2주 평균하여 1주 44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상한은 특별한 경우 다시 완화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의 상한은 특정주는 60시간까지, 평균 1주 46시간
까지이다. 비교적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를
사용하도록 규율기능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근기법 제59조에서는
그 상한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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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월 280시간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도 발견되기도 한다.43)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서 연장근로의 편의적 활
용이 실근로시간이 장시간으로 결과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에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연장근로 특례에 적정한 정도의 상한이 정해진
다면 사용자는 그 상한 속에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의 단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근로시간의 편성에 대해 좀 더 치
밀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가 치중되는 시기를 미리 파악
하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에서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연간총량한도를 초과하는 방법은 우
리나라에서는 근기법 제53조 제3항에 기한 노동부의 인가를 얻는 방법과 기본
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이와 같은 비교에서 얻는 시사점은 우리의 경우도 제53
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를 프랑스처럼 이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특례로서 근기법 제59조에
해당하며, 후자는 국가의 개입, 즉 노동부의 승인에 의한 연장근로 특례로서 근
기법 제53조 제3항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연장근로 특례의 상한과 관
련하여, 제53조 제3항에서 상한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근기법 제59조에서 17개 이상의 업종을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연장근로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준
근로시간(équivalences)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업종을 선정하고 이에 대
해서 법정근로시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L.
3121-9조에 따라 예컨대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분야에 대해 2004년 12월 30
일 2004-1536호 총리령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장근로의 특례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9조의 연장근로 특례와
대비되기 어렵고, 별도로 ‘대기시간’의 보상과 관련한 특례로 접근하는 것이 타
당하다.

43) 전국자동차연맹, 전게서, p.37에 따르면 당시 월 280시간, 주당 65시간의 근로실태가 10
년간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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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프랑스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규율하고 동시에 1년 1607시간
을 한도로 하는 연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근로시간 개념과 별도
로 대기근로시간 및 준근로시간 제도가 마련된 것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에
서도 보다 정치하게 근로시간이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장근로에 있어서 프랑스가 연장하여 늘어난 시간을 다시금 보상휴식으로 줄
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점은 국가가 사용자로 하여금 집단적 근로
자대표의 양해하에 좀 더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넓은 가능성을 부여하면
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일의 기회가 치중
되는 결과는 방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비교고찰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근기법
제59조의 연장근로의 특례는 사업의 성질상 특별한 인력사용의 필요라는 이유
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한 부작용, 즉 근로자의 건강에
의 위협 및 일의 기회의 독점이라는 문제점을 남기기 때문이고 특히 실업 해소
와 고용창출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연장근로의 특례를,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요청되는 근로의
수요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연장근로 특례의 시간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상휴식을 연결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
57조의 보상휴가에 대해 보강을 꾀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 가산요율이 적
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이끎을 의미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시간을 좀 더
치밀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확보된 자유시간을 건강관리, 능력향상 내지
미래대비 교육에 활용하는 것으로 유익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에 이런 대폭적인 전환이 힘들다면, 최소한 연장근로 특례의 상한이 흠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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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그 상한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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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French Labor Law Concerning
Working Time
- focused on the special overtime system Sang Ho Kim
In Korea, employers have large possibilities to make their employees
to work more than 52 hours per week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article 53 paragraph 1 of this Act permits employers to extend working
time up to twelve hours per week, with consent of their employees;
they may also extend the overtime further, if they gain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Labor and consent of their employees under article 53
paragraph 3; besides, they can make the employees to work even to 64
hours in a certain week, when they utiliz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paragraph 2.
In addition, under article 59 of this Act, the employers, who belong
to the industries specified, may make their employees to work in excess
of the overtime limit, i. e. 12 hours per week, with the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m

and

the

employees'

representative.

This

provision gives the employers another kind of possibility to use their
labor forces from the same employees, but it causes the practices of
long time working and could damag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employees. And long time working of some one could result in lack of
opportunities of working for others.
That's why some questions were asked by the labor unions, such as
Korean Automobile &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f the special
overtime under article 59 is really necessary or not, and if this
exception is needlessly so wide or not.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 tried to compare our legal systems to french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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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ng working time and find any suggestions from it.
I summarize some characteristics of french labor law concerning
working time, as follows:
- It provides for definitions of some important words, such as
«working time», «in active part of on call time», and «equivalent
working time».
- It provides for «annual total amount of overtime».
- It has special derogations of overtime system; these derogations are
realized by collective conventions or by administrative provisions.
But they are limited by maximum weekly working time, i. e. the
average weekly working time including overtime shall not exceed 44
hours ; any weekly working time shall not exceed 48 hours, except
f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causing temporarily exceeding surplus
of work.
- It provides for «replacement of overtime by compensatory rest» and
«obligatory compensatory rest».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special
overtime in article 59 of the LSA by means of introducing obligatory
compensatory rest or imposing maximum weekly working time on it.
Keywords : working time, annual contingent of overtime, special overtime
system, obligatory compensatory rest, maximum weekly wor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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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Look at Affirm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

Haejin Kim

*

Affirmative Action was designed to expand the equality notion from
‘equality of opportunities’ to ‘equality of outcomes.’ Regarding the
equality vs. difference debate on women, it is based on the equality
side. While Affirmative Action is appraised to enable more women to
get into non-traditional occupations, it is also criticized of ignoring
women’s traits and making them imitate men. This paper, through
voices of wo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in the U.S., one group
of beneficiaries of Affirmative Action, concludes as follows: The
existence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in itself doesn’t guarantee the
equal status for these women. However, it does not lead to these
women accepting and following male norms, either. For survival, these
women use different strategies, some challenging the given distinction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he process, they deconstruct the
masculine and feminine identities and reconstruct them. The voices of
Affirmative Action beneficiaries in the U.S. shed light on a potential of
Affirmative Action for building “equal and different” workplaces in
Korea.
Keywords : Affirmative Action, equality, difference, wo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masculinity, femin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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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Affirmative Action was introduced in 2006 in Korea. It was a late star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means that Korea has opportunities to learn from
others’ experienc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experiences of U.S. women who were
assumed to take benefits from Affirmative Action.
One of the aims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U.S. was to integrate the sexes
in the workplaces. Along the over forty years of Affirmative Action history in
the U.S., there are some studies evaluating Affirmative Action (Hartmann,
Ross, Ronnie Steinberg, Bergmann, and Padia, 1993; Kim, 1993; Simon, 1986;
Bergmann, 1986). Most of them focus on its results in terms of the probability
of female entering male-dominated occupations or change in gender wage gap.
While recognizing these studies valuable, I think these studies miss another
important point, the qualitative aspect in envision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ffirmative Action from the eyes of beneficiaries.
Apart from the scholarly research, different opinions have been voiced by
some women. One stream expresses positive evaluation of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gives women a chance to get a decent job. However,
another stream indicates negative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gives disillusion that women can get equal status in the
workplaces just by getting into male-dominant jobs. When you go after this
split a little bit deeper, it is not hard to find out that this split mirrors the
different views on Affirmative Action among feminists: the equality side vs.
the difference side. This paper takes a look at Affirmative Action in this
equality/difference context, but as having a potential of transcending the
equality/difference dichotomy. There is still another view on Affi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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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by some women; Due to the stigma attached to Affirmative Action,
women are not recognized as competent as men even with the same or better
qualification for non-traditional jobs. This paper, however, doesn’t include this
view in the analysis since it is not thought as a feminist viewpoint.
What happened to women who got their jobs through Affirmative Action,
especially in traditional male jobs? Do women who entered male-dominant
occupations feel equal status, as the equality side argues? Are women in these
jobs acculturated/masculinized once they enter, as the difference approach
criticizes? What happens to their gender identity? From the experiences of
these women, what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could be extracted for
Affirmative Action?
Since it is in the inception stage of implementation, Affirmative Action does
not yet draw much debate in Korea. However, some complaints about
Affirmative Action are sure to be raised after it gains visibility in the
workplaces. Therefore, an effort to predict debates on Affirmative Action and
integrate others’ experiences will be usefu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in
Korea.

Ⅱ. Equality/Difference Debate

The public/private separ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men/women have been
modified with the capitalist demand for women in the labor force. Under the
expanded notion of the public, to include economic activities, women who
previously had been excluded from all public activities could participate in
some selective economic activities ‘publicly.’1) But this process was also the
1) ‘Publicly’ means that, even though women had always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before this revised version of private/public definition, their activities were
not recognized as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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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structuring the gender relations of power and domination into the
labor market (Ackelsberg and Shanley, 1997), positioning women as
second-class workers as well as second-class citizens.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ccompanied by wage gap is one of the most salient phenomena
of the new labor market structure.
‘Family wage’ for men, the notion that men are primary providers of family,
whereas women’s primary place is home, is one notion to support for the
discrimination of occupational opportunity and wage against women. Because
women are, first of all, mothers, they should be protected from some jobs,
which usually pay decent wages. Even though this separation of men’s and
women’s work changed its contents according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of the economy, women’s lower wages and status has not
improved much because pay is determined by who performs the work.2)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women’s lower workplace status.
These efforts can be classified around the equality/difference debate. There
have been equality-side policies such as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Affirmative Action, and difference-side ones like 'comparable worth' and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Equality’ has been one of the central concepts
supporting the modern western society. Liberal individualism, “the view of the
individual pictured as atomized and disconnected from the social relations that
actually affect his or her choices and options” in Eisenstein's terms (1981:
114), promises equality of opportunity and freedom of choice as its core
provisions. Under this view of the society, failure in using this equality of
opportunity and freedom of choice is seen as an individual’s inadequacy or
inability. Of course, women as a group were seen as inadequate and unable
because their reproductive capacity was thought to be incompatible with the
ability of reasoning and making decisions. For the early feminists including
2) Reskin and Roos (1990) shows that women’s inroads into some male jobs finally
made these as female jobs, which was followed by the lowering of wages on thos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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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tuart Mill (1869) and Mary Wollstonecraft (1792), however, this
‘equality of opportunity’ was a tool for advocation of women's rights. A
woman has the ability to reason if an equal opportunity, especially in
education, is given, Wollstonecraft argued (1792). Even though she argued for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erms of their better roles as wives and
mothers, equality of opportunity for women was a cry to drop all barriers
preventing a woman from participating into the public activities.
This early equality concept supposed androgyny and proposed identical
treatment between the sexes in the public sphere including the labor market,
represented by ‘equality before the law’ or ‘equality of the procedure.’ This
equality of opportunity has been substantiated by anti-discrimination laws
around the workplaces. For example,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in the
U.S. prohibits any kind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But the limitation
of this equality before the law was apparent from at least two points. First, it
could be used to ignore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The
discrimination against pregnant women in employment was, at first, not seen
as unlawful sex discrimination at the courts, because there was no counterpart
for comparison, pregnant men. Next, equality of opportunity was blind to the
fact that women were not at the same starting line with men because women
were often deprived of opportunities to become as well qualified as men.
Therefor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pproach, the identical treatment,
appeared to reinforce women's inequality rather than marching for their
equality (Jaggar, 1990).
Some approach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re taken by expanding the
equality notion. Women's biological differences, pregnancy for example, were
treated in the same way as other disabilities at the workplaces, through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To correct disadvantages at the starting line,
the preferential treatment was tried to ensure that women's opportunities were
genuinely equal with men's. Affirmative Action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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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kind. By setting up a timetable to correct past under-representation of
certain groups, women in this instance, Affirmative Action expands equality to
include the ‘equality of outcome’; Affirmative Action leads disadvantaged
groups to achieve their fair representation through temporary preferential
treatment. However, the equality approach, even with its expanded meaning, is
criticized for its individual basis, grounded in liberalism. It tends to ignore the
disadvantageous burden of women who take that opportunity (dual work at
home and at workplace, for example) and their unique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either from biological or psychological differences from men.
As a result, it makes women follow male norms. In short, the equality
approach does not challenge the public/private separation, the basis of
liberalism (Kessler-Harris, 1987).
The early ‘difference’ emphasis about women at the workplaces was shown
in the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It wa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women's
reproductive capacity had to be socially respected and protected because it was
the process of supplying the future citizens and workers to the society.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which limited working hours for women, regulated
women’s night work, prohibited women from lifting heavy weights, and
outlawed women's employment in certain jobs, gave women some short-term
benefits by protecting them from excessive exploitation in the workplaces,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It, however, had its
price. In the longer term, the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reinforced sex
stereotypes and segregation in the labor market, depriving women of
opportunities for men-occupied good jobs, and thus, contributed to lower wages
in women-crowded occupations (Kessler-Harris, 1982; McCann, 1994).
While the restrictions by the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were based on the
biological differences, a number of feminists later began to view difference in
a broader way. They recognized women's reproductive capacity not as a
disability but as a uniquely valuable potential. It is argued that this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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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s rise to characteristically feminine ways of perceiving and dealing with
the world, in moral or psychoanalytic terms, as in Gilligan's (1982). According
to this approach, femininity has to be valorized to be fairly compared with
masculinity. At the workplaces, the comparable worth (or pay equity)
movement, which aimed to valorize traditional women’s jobs and, thus,
women’s characteristics, is one example of this approach. Instead of
masculinizing women by sex integration at the workplaces, feminine
characteristics in most female jobs should be revalued, and women in female
jobs should get paid according to their worth or value to firms or to the
society. While equality approaches like Affirmative Action are individualistic,
this valorization is collective, having some potential of influencing more
women. More than that, this difference approach could be radical in that it
“challenges individualism, competition, and the profit system” (Kessler-Harris,
1987: 536), the very foundation of the patriarchal society. By bringing valuable
women's qualities like responsibility and cooperation, and their needs such as
childcare, flextime, and extended parental leave into workplaces, this view
argues, the difference position challenges the separation of private/public
spheres (Kessler-Harris, 1987). This approach, however, has some problems.
Essentialism is one of the most common criticisms of this difference
approach. Are those needs and values, which have been socially ascribed to
women, more central than any other needs and values of women? How much
of these feminine values are unique to women's biological or/and experiential
differences, and how much are stereotyped by the masculine society to justify
its domination? Is the women's essence ahistorical, immune to change? Doesn't
the emphasis on sex differences have a danger of legitimating and reinforcing
the existing, gendered social structure by forgetting the fact that differences are
not just biological or psychological, but by-products of gender oppression
through the history? In addition, the difference approach is not sensitive to
differences among women. By emphasizing women's common differenc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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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it considers other differences among women as secondary in the
formation of their gender identity. Other factors such as class, race, and
sexuality, however, are interrelated with sex to produce an individual’s identity
in different ways to differently situated women.
It can be summarized that different approaches, from the equality and the
difference sides, have been employed to improve women’s lower status in the
workplaces. The equality side tries to do it by integrating occupations,
especially by getting more women into traditional male occupations.
Affirmative Action is a representative policy. This approach assumes that sex
integration of occupations with the same treatment between women and men
solves workplace sex inequalit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presence of
strong men-centered workplace norms.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side
criticizes this approach i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Affirmative Action is
based on individualism, thus, failing, in itself, to collectively challenge the
male-dominant structure as the standard norms at the workplaces. Rather,
Affirmative Action leads to reinforce the existing male norms those women
should follow to be equal. Second, working in integrated occupations, which
is a main goal of Affirmative Action, cannot be a desirable solution to
women’s inferior status at the workplaces. Instead, the difference side
approaches to the problem by re-evaluating women’s traditional occupations,
exemplified by the comparable worth movement. Women fit better into some
occupations than other occupations, based on their biological or psychological
differences from men. Then women don’t have to enter occupations that don’t
fit well. The goal should be to fairly evaluate female and male jobs, with
eventual results of getting equal treatment (pay) for work of equal worth
regardless of occupational segregation. This approach, according to the
difference side, will lead to making female work norms and valuing them as
highly as male norms in the workplaces, thus breaking down the dominance
of male–centered patriarch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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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position is true in reality,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Do women
who entered male-dominant occupations feel like first-class workers, as the
equality side argues? Are women who got into nontraditional jobs through
Affirmative Action confined to masculine, individual limits, as the difference
side criticizes? Or do they go through other experiences? The answer might
depend on the context, a situation where women interact with male coworkers
or workplace practices. It means that we should see Affirmative Action in the
contingent and specific text, not just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examine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through the
eyes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This could be a step for “the contextual,
situated analysis” (Rhode, 1990: 8) of policies towards women, shedding light
on the real experiences from the beneficiaries.

Ⅲ. Methods

While many scholars argue about who get most benefits from Affirmative
Action, black men or white professional women, my focus is put on the
lower-class (in job classification) women, who are rarely regarded as its
beneficiaries. This focus can give insight to Affirmative Action’s deeper effects
on the existing workplace gender structure and women most affected by it.
Therefore, women in traditional male jobs are subjects of this study. A
qualitative approach to identifying issues these women face at the workplaces
and their reactions to the issues is employed, which provides text for grounded
themes in the analysis.
The already published interviews of women in these nontraditional
occupations are used as this study’s text. This includes Mary Lindenstein
Walshok’s 3-year panel interviews with 86 women in nontraditional blue-collar
jobs, which provide rich data on these women from their childhoo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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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at nontraditional work (1981). Jean Reith Schroedel’s book also
shows the stories of 25 women in nontraditional blue-collar jobs in the Seattle
area by topics like feminism, race, unions, etc (1985). Susan Ehrich Martin
gives the cases of policewomen on patrol through her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s with 28 female and 27 male police officers, 13 sergeants, one
lieutenant, and the district inspector in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Washington D.C. (1980). Christine L. Williams provides the cases of women
in the Marine Corps. Her work is based on 68 formal interviews with women
in the military, six interviews with military men, and survey results from 52
participants (1989). From now on,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refer to those
studied by these authors.
There are explicit remarks by the authors or many of the women interviewed
that equal employment policies,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etting them into nontraditional jobs.
Most [of the women studies] were also employed as a result of equal
employment requirements. (Walshok, 1981: 237)
I know I just got this job because they have government contracts so they
have to hire a certain percentage of women, but I looked for a job for five
weeks, you know, before I got this job, and nobody wanted to hire me. It was
pretty clear, like I went into a lot of shops and since they don’t have
government contracts they can get around not hiring women – they certainly
did. Also I was fresh out of welding school, I mean most of them probably
wouldn’t have hired a young man with, you know, no experience. [A woman
in nontraditional job (Walshok, 1981: 241)]
Without this [anti-discrimination law] and subsequent laws, affirmative
action, which allowed women to gain entry into non-traditional blue-collar
work, would never have come into existence, and few of the women who tell
their stories here could have obtained these jobs. (Schroedel, 1985: 5)
This was in nineteen seventy-four and I made the connection in m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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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s when equal rights was beginning to be talked about, and I knew that
people with federal contracts had to start hiring minorities. The blacks were
beginning to tell a lot about not being hired to work on the Kingdome
[Seattle’s domed stadium]. With all the federal money on this project, they
were discriminating still. And the same was true of women.
So I went down to a sand and gravel company that I knew had the
Kingdome contract and also Freeway Park. That’s two federally funded things,
and I knew they needed a woman. So I walked in and said, “I’d like to learn
to drive.”
They said, “Yeah, fine, on your own time.” [Mary Rathke, a steel hauler
(Schroedel, 1985: 8-9)]
Another legal change benefitting policewomen was the passage of the Crime
Control Act of 1973. ‧‧‧‧‧‧ Pursuant to the 1973 act and the LEAA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funds) established a new set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guidelines that required major recipient agencies to
assess their recruiting and hiring practices, analyze promotion and training
procedures, formulate a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program, and file it
with the state planning agency through which most of its monies are disbursed.
(Martin, 1980: 45-46)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uppose that most of these women are
beneficiaries of Affirmative Action. These interviews were done in late 1970s
and early 1980s, ten something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U.S.. This period seems perfect for this study in that it is about
time for people to detect its impact on workplace changes and formulate their
opinions on Affirmative Action.
In using the interview cont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o the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perceive the work they
do? Which women are attracted to nontraditional jobs? What difficulties do
they face in male-dominated workplace? How do they react to these
difficulties? Answering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common themes among women studied and identify and analyze representative
remarks for each theme. The focuses of the original authors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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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redel (1985) accounts for personal techniques of dealing with the conflict
between being a woman and being “one of the guys,” and Williams emphasizes
the maintenance and reproduction of gender identity. None of the authors,
however, analyzes their interviews with the equality/difference scheme.
Furthermore, the authors don’t share similar interpretations on all issues.
Therefore, this study interprets the text on its own within the equality/
difference frame.
There could be some limitations to these methods. First, without first-hand
interviews, all of the data were already selected by the authors, which might
contain a danger of the authors’ not showing the whole contents of interviews.
However, this possible selection bias could be reduced, at least partly, through
triangulation from different authors, as employed by this study.
Second, since the units from which interview samples were drawn are
different, possible influential variables on these women’s experiences such as
a firm’s human resource policies, presence of unions, or presence of women’s
support groups can not be included in the analysis. For example, Martin (1980)
and Williams (1989) did interviews in one big organization, respectively, while
others interviewed women in traditional male jobs across firms. This makes it
impossible to include the firm’s human resource practices as an influential
factor. All other authors except Schroedel (1985) rarely mention presence of
unions or women’s support group.
Third, because of the very nature of qualitative methods, findings from this
study could not be generalized to all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Nonetheless, at least, this study could lead to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ffirmative Action.
The fourth limitation can come from different schemes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U.S. and Korea. In the U.S., the decision on under-representation of a
protected group by an organiz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the group’s ratio
among a potential labor pool for a specific occupation. In contras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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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is on the basis of the group’s ratio in other similar organizations in
Korea. When considered from this study’s focus, this difference can mean that,
in Korea, the effect of Affirmative Action on getting more women in
traditional male occupations is likely to be smaller than in the U.S..
Nonetheless, this effect is still an important focus for the Affirmative Action
research, since reducing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is one of the major goals
of Affirmative Action in Korea, too.

Ⅳ. Masculine Workplace and the Lives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To se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ffirmative Action, it would be
a way to understand what women face in nontraditional jobs and how they
react to them.

1. Masculinity in Male-dominated Occupations
How do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perce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they do?
Um, it’s important to me. I have to have a sense of accomplishment or a
sense that I’m actually contributing. [An electronics mechanic (Walshok, 1981:
141)
I’ve really learned a lot about how to solve problems I mean, that’s like a
lot of what fixing cars is about, is that you get the symptoms of a problem
and you have to figure out where it comes from and what you can do to make
it go away. Working with my hands, being able to see the results of my labors
‧‧‧‧‧‧ is the kind of satisfaction I need to keep doing it day after day. It’s also
never the same. I mean I could do a thousand tune-ups, but each on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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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It’s not like being on the assembly line where you punch the
same rivets day after day. [An auto mechanic (Walsohk, 1981: 143-144)]
As a job, one of the good things about it is that I don’t have anyone
breathing down my neck all the time. I’m by myself all day and make my
decisions about where I’m going to go next and what I’m going to next. [An
office machine repairperson (Walshok, 1981: 148)]
The sense of accomplishment, continuous challenge, independence, and
autonomy are almost common themes among many wo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As expected, these traits are terms usually linked to masculinity.
These masculine traits are attached to male-dominated jobs even though these
jobs are not providing such merits fully.
[People who become machinists, a lot of them] like, you know, to do things
on their own. And do it their way and have it a certain way and ‧‧‧‧‧‧ it comes
from that craft mentality of, like, making a part from beginning to end but
what has happened is that they only now do a certain operation in the job so
instead of it – robbed them of the ‧‧‧‧‧‧ satisfaction that they could take out
of doing their work. And so, a lot of people just do it, what they have to do,
and get out and some people still work very hard. [Sandra Wong, an engine
lathe operator in a steel mill (Walshok, 1981: 27)]
Why, then, have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attachment of different
connotations to male- and female- dominated jobs been maintained and
cherished? First, as generally recognized, by identifying higher pay and status
jobs with masculinity, men could exclude women, potential competitors, from
male-dominated occupations. Just with the label of ‘a man’s job,’ men can get
an economic premium. This economic aspect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pointed out by almost all women studied who held ‘a man’s job,’ and, at the
same time, a reason for the battle of who would get better-paid tasks between
women and men on these jobs.
Good money. In fact, that’s a big plus factor. When I get really dis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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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where else am I gonna make this kind of money. Because even though
it’s not that skilled a job and essentially I’m outside being a janitor, I’m
getting $3.89 an hour.
That’s very good. I look in the papers and what do they offer? - $2.50. And
I’ve worked sometimes at what I consider a skilled job - well, receptionist or
secretary, and they start off at $2.50. And I started at $3.89 right off. That’s
not fair but that’s because it’s a man’s job, too (Walshok, 1981: 138).
But the office never have us gals the opportunity, and we didn’t realize it
until we got to talking together. Then we women found out none of us had
gone on some of the runs. Most of the runs they haven’t sent us on are the
higher-paying runs, because you get paid more in Alaska and the North Strait,
and just because those runs consistently have more overtime, which is a big
thing for us. And a lot of times it came down to working that run or not
working for a month. [Beth Gedney, a tugboat mate (Schroedel, 1985: 241)]
The economic aspect, better pay and job security, however, is not all for this
masculine identification of these jobs. As Williams mentions, “[j]ob segregation
by sex allows men to maintain their masculinity in contradistinction to
femininity. Men have historically used the occupational realm ‧‧‧‧‧‧ to establish
and affirm their essential difference from - and personal sense of superiority
over - women” (1989: 133). This sense of superiority over women might be
more needed for men on lower-status jobs like blue-collar, police, or military
jobs, because it could be the last fortress of superiority for most men at these
jobs with few alternative social statuses available. This masculinity as
superiority is stated by some men in these jobs and observed by many
pioneering women.
War is man’s work. Biological convergence on the battlefield would not only
be dissatisfying in terms of what women could do, but it would be an
enormous psychological distraction for the male who wants to think that he’s
fighting for that woman somewhere behind, not up there in the same foxhole
with him. It tramples the male ego. When you get right down to it, you have
to protect the manliness of war. [General William Barrows, former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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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s commandant (Williams, 1989: 9-10)]
Why did the women choose this job? I don’t know. ‧‧‧‧‧‧ I have respect for
policewomen but they should do a less demanding job than they do here. Sure
there’s some stuff that women can do like type, but they shouldn’t jump into
fights or be on murders or cutting scenes with naked bodies and blood. ‧‧‧‧‧‧
I don’t know how their husbands put up with it. It takes his masculinity away
when a woman is trying to do a man’s job. [A police officer (Martin, 1980:
93)]
For a woman to survive in the trades, you really have to know how to psych
out men, know what’s behind their thinking, why they react, why they’re
prejudiced, be somewhat sympathetic, yet stand your own ground. You have to
be tactful, not be hostile, not alienate people. You really have to learn
professional survival skills, because men’s masculinity is threatened by you
being there. Society recognizes construction workers as being very macho and
virile. When a woman comes along who’s five foot three and a hundred and
twenty pound and can get in there and do their type of work, it’s a blow to
their ego, a real shock. So the men are threatened by it. [Elaine Canfield, a
carpenter (Schroedel, 1985: 38)]
It is noticeable from above that getting into men’s jobs by women means
more than just a competition for more decent jobs. It’s a challenge to
masculinity, the very male ego. Then, which women are attracted to these
male-dominated jobs beyond the social acceptance of gender-appropriate
occupations?

2. The Women Who are Attracted to Male-dominated Jobs
As for pioneering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Walshok (1981)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se women’s somewhat unique situations; their tomboyishness
since childhood, independent experiences when young, the presence of strong
woman role mode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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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 as they say – a tomboy. When I was little I was jus’ like a tomboy
– you could see me climb trees, play softball. That’s what I mostly did, play
softball, I love to play softball. I could play that all day long – all summer
long as long as it was light. I would play that an’ jacks, an’ I like to run a
lot. Oh, what do you call it – hide an’ seek or run and go one, two three,
red light – an’ things like that – marbles. I used to play a lot of marbles.
An’ even in high school I wore pants. I wore a lot of pants, my brothers’ pants
because like it would snow, or if the weather was cold an’ it would be
snowing and you had to wear pants a lot – snow boot. I didn’t date much
– let me see – high school? No, not in high school, I might have had one
boyfriend in high school, I’m the type of person that I – I consider myself
mature. [Wnada Hellman, a welder (Walshok, 1981: 92)]
While we were growing up, my mother sort of took on a workingman’s role,
she went to work, came home and sacked out, and we worked to clean the
house, make dinner. ‧‧‧‧‧‧ The three of kids really took on the role of a
housewife, we cooked, cleaned the house. We did grocery shopping, laundry,
and stuff like that.
I always felt incredibly independent. I only had one parent ‧‧‧‧‧‧ in some
ways I didn’t have any parents, it was like – it was clear to me that I had
much more freedom and liberty than other kids did. If I wasn’t going to be
home until five I didn’t have to call. I could go over to one of my friends
and not call and none of my friends had that liberty. And I earned my own
money. I got an allowance. But I had to do a lot of work pertaining to
housework and if we didn’t do that work we got our allowance docked. That
was always the threat. [Polly Nichols (Walshok, 1981: 47)]
I always knew it was possible ‘cause there were women around me who had
done such things. You know, I was surrounded by, like, independent women
when I was a youngster. There was a woman in my hometown who during
World War II had been the president of the auto mechanics union – a friend
of my folks – and um, other women in my family have been independent in
different sorts of ways ‧‧‧‧‧‧ in more traditional ways but very strong and, ah,
just I’ve always had the impression that if you want something you go after
it, you work and you get it, you know, you don’t take no for an answer ‧‧‧‧‧‧
you just do it till it’s done and then you’re largely responsible for your own
reality – whatever it is. And that’s what I wanted and so I went after it. [Jan
Spencer, the chief mechanic (Walshok, 198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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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ntrary, Schroedal (1985) has a finding that there wasn’t any
specific type of women, say a tomboy for example, who were most attracted
to non-traditional blue-collar work. Martin (1980) about policewomen on
patrol, and Williams (1989) about women in the Marine Corps, also describe
their interviewees as ordinary women. They indicated, through the fact that
many chose these jobs by chance or for better wages with which they can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kids, that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are just
like others in women’s jobs.
I didn’t even know it existed. It was all by chance that I got into this
particular thing. I had no idea what I’d be doing. I’d heard a lot about the
chances for women to be able to advance and work in civil service jobs and
the benefits that civil service offers, and the pay that the job started at was
better than I had ever made before, so I decided to try an apprenticeship. [A
woman in nontraditional job (Walshok, 1981: 138)]
I had no what I would call marketable skills and I realized that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had no marketable skills, I’d be down on the bottom of the
job market, making at the most three dollars an hour. This is not where it’s
at. So that was the major turning point as far as my career. Being pregnant
was a big turning point. I had a job as a machinist and that kind of gave me
a start on thinking about marketable skills and what I could do with my life
and how I could support my kid. [A self-employed plumber (Walshok, 1981:
103-104)]
The only thing I really loved was working with the childre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the children. What disliked I was the pay, which was eighty
dollars a month and room, and having to deal with the parents. [Laura
Pfandler, a pipefitter (Schroedel, 1985: 19)]
Then, how can we interpret these different finding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The difference can come from the authors
having different ideas on these women; ‘What are the factors for pioneering
women to succeed on nontraditional jobs?’ versus ‘how does the wor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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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 gendering in a certain way?’ This paper sees it in another way, the
instability of gender identity of wo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In this
regard, instability means neither that these women are genderless, nor that they
have both gender identities equally. What it really means in this study is that
the form of their existence as women in men's jobs doesn't fit into the social
norms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This lack-of-fit feeling might make these
women emphasize ‘masculine terms’ in some times, and ‘femininity’ in others.
In the next section, it is examined how instability in gender identity is
structured and strengthened among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3. Sufferings and Reactions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How did women meet all masculine work culture at men's jobs? Here are
some typical situations women experience on these jobs.
It’s a form of harassment every time I pick up a sledgehammer and that
prick laughs at me, you know. It’s a form of harassment when a journeyman
is supposed to be training me and it’s real clear to me that he does not want
to give me any information whatsoever. He does not want me to be there at
all, and you know, like that happened like my first thirty days. They put me
with this one who is a lunatic – I mean, he’s really a case and he’s the one
who drilled the hole in my arm ‧‧‧‧‧‧ and he did not want to work with me
at all. It’s a form of harassment to me when the working foreman puts me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tells me to do something in an improper way and
then tells me, Oh, you can’t do that! It’s a form of harassment to me when
someone takes a tool out of my hand and said, Oh, I’m going to show you.
‧‧‧‧‧‧ I’ll show you how to do this, and he grabs the sledgehammer from my
hand and he proceeded to try to show me how to do this thing ‧‧‧‧‧‧ you know,
straighten up a post ‧‧‧‧‧‧ it’s nothing to it, you just bang it and it gets straight
‧‧‧‧‧‧ and he lost the sledgehammer. ‧‧‧‧‧‧ It’s a form of harassment to me when
they call me honey and I have to tell them every day, don’t call me that, you
know, I have a name printed right on my thing. I stopped talking to them.
They don’t call me by my name ‧‧‧‧‧‧ I don’t talk to them. Ah, you know.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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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 form of harassment to me. It’s not right. They don’t treat each other that
way. They shouldn’t treat me that way. It’s a form of harassment to me when
this one asks me to go out with him all the time. You know, all this kind of
stuff. It’s terrible. [A welder (Walshok, 1981: 221-222)]
I guess the supervisor decided he was not getting rid of the women fast
enough, so he asked us to do more and more. The lead man tried to intimidate
us by saying that we had to do more, we had to hurry up, we had to speed
up even though I was working as fast as I could. To him it was never good
enough. Then they started giving me much heavier jobs. After awhile I began
to have physical problems, especially when I was lifting heavier objects. Many
of the parts I could barely move, let alone be lifting all day. Because of that
I ended up have surgery on my right hand. [Lydia Vasquez, a machine operator
(Schroedel, 1985: 106)]
I tried to get promoted, to get moved, but they’d give it to someone else.
I was training guys who get the better jobs I’d been denied! ‧‧‧‧‧‧ So I wrote
this lengthy letter. ‧‧‧‧‧‧ This lengthy letter explaining exactly my perception of
what had happened over the past thirteen months. And I sent it to the General
and I sent a few copies around. And I quit. I just left there. ‧‧‧‧‧‧ It was just
‧‧‧‧‧‧ I was, I felt, entirely invisible and I felt lonely, real lonely at that job.
[Ann Baker (Walshok, 1981: 202)]
When I first made fitter, the helpers were really pissed and angry that they
were going to have to work with me. There was a lot of talk about having
to work for a woman, to take orders from a woman. Some of them came right
out in saying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One guy said, “You can’t tell
me ‘cause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was told they didn’t wanna
take orders from a woman. And there was one man marching around telling
everybody that he wasn’t gonna have to work with me because he was too
important to have to work for a woman. At the beginning I used my supervisor
to back me up with the helpers. Depending on my mood, I sometimes told ‘em
it was too bad if they didn’t wanna work with a woman because I didn’t want
to work with them either. Others I told to sit in the truck while I did the job.
[Laura Pfandler, a pepefitter (Schroedel, 1985: 23)]
In the engine room I worked under the first assistant engineer. He was a
bright, energetic man who had a thing about women – liked them so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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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basically, I think to be very honest, did not like them at all as people. He
was extraordinarily offensive to me and used to make comments about my
breasts being small. At one point he said to me that he didn’t know I had a
hysterectomy. Somebody, I guess, had told him about that, and he then
proceeded to go into great detail about how he had noticed most women walk
a little funny a few days out of the month, and he had noticed that I didn’t
walk funny. Then he started talking about how amazing it was that some
women could fit two Tampaxes, one right on top of the other, in there and
wasn’t that an extraordinary thing. I replied that I was not in the least
interested in discussing female genitalia with him in any way, shape, or form.
He later approached me to come up to his room and play my fiddle for him
and asked me to give him a kiss. I ignored him. There were comments like
that going on all of the time on the ship. [Teresa Selfe, a sailor (Schroedel,
1985: 84)]
And when I would walk up the aisles they would make wise cracks about
what they would like to do. I just kept on walkin’ and pretended I didn’t hear
‘em. It made me feel trampy. That’s because I was a black girl. I’m sure
you’ve never experienced this before, but the white men think that they can
take advantage of a black woman. They think that she’d be proud to be with
a white man. That’s true. But I don’t want no white man. I love my own black
people. That’s what I feel. [Katie Murray, a sheet metal worker (Schroedel,
1985: 134-135)]
From being totally ignorant of how to interact with women to rejecting to
train women trainees,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in job assignment and
promotion, refusing to be supervised by women, and harassing women at work,
there are lots of means used by men (coworkers and supervisors) to discourage
women from nontraditional jobs. As all of the authors say, a man is accepted
as a fellow if he does not prove otherwise. But women have to prove
themselves competent to be accepted in a work society. Acceptance in a work
group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blue-collar, police, and military jobs
where the traditional journeyman-apprentice relationship and inner-group bond
are still quit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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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facing the horrible experiences, how are women reacting to survive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From the interviews of these women, some seem
to take an equality-side approach and others a difference-side approach. This,
sometimes, results in the conflict among women around the survival strategy
on these jobs.

Equality side
These guys are big, heavy, burly construction guys, you know, they’re
machismos, they’re not delicate. Look at my physique. I can do it. It’s not a
big male-female thing, it’s really just a question of who’s big and heavy and
strong. I mean, the beef runs it. You know, if you’ve got a female beef they
can do it. But there ain’t too many of ‘em ‧‧‧‧‧‧ I can put out the amount of
work as one of those smaller gentlemen do. You know. But, I’m smart, and
I’m crafty, so I’ve carried my weight as one of the heavier gentlemen do.
[Ardath Hoover in a utility company (Walshok, 1981: 224-225)]
When I first started, guys were always saying, “May I help you? I’ll give
you a hand,” so that is what I would call a little special treatment. I’d say no
way. Then they’d go, “What are you, some type of woman’s libber or
something?” I’d say, “No – I don’t need any help – I can do it – this is
my job – I don’t want people to play favorites or anything else. It’s my job
– I can handle it.” They go, “You must really be a woman’s libber” – I’m
not a woman’s libber – I just kind of let them know it’s my job and I didn’t
want guys ganging around waiting to help me do something. It was important
to let them see I could handle the job. Sometimes you wish they would treat
you a little more equal and not so helpless sometimes. [A women in production
control (Walshok, 1981: 217)]
I believe that women cannot handle themselves under that much stress. If
they allowed us to go in [to combat], all they’d be doing is killing half our
population. I believe that only one out of five or six women will be able to
shoot back if someone is shooting at them. They would just freeze under
pressure and forget how to pull the trigger, forget how to load the weapon.
How about yourself?
I believe I could handle it. I love shooting weapons. ‧‧‧‧‧‧ I’ve alway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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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l tough go-getter. I myself could handle it because I’ve always been really
good under stress. And I could pretty much outdo any other guy in the same
situation. [A woman marine (Williams, 1989: 84-85)]
In p.t. women got off easier but four women in my class refused to accept
different standards for women. We proved we could keep up with the standards
they expected for the men. We refused to hang back in running. The recruits
had to run a mile a day. The women pretended they couldn’t run it, that they
were feeble. They said they couldn’t keep the pace so they were allowed to
run behind. We thought, “that’s a bunch of crap.” I felt that if I could do it,
and I was smoking a pack a day, there was no reason any other women
couldn’t keep up with me ‧‧‧‧‧‧ Every one of them should have been able to.
[a policewoman (Martin, 1980: 119)]
In some ways the ERA had ruined it because there’s a lot of women out
there that bitch and bitch that they’re not getting paid as much as the guys,
or they wanna do a guy’s job. A lot of these women ruin it for the women
who really deserve it. When they get the job, they turn around and say, “Well,
I can’t do this. Will you do this for me?” That infuriates the guys and I can’t
blame them, but everybody deserves a chance. That’s all I want – if I can
do the job, why not give it to me?" [Laura Sarvis, a sawyer/bench worker
(Schroedel, 1985: 179)]
Difference side
Why can’t we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guy? Just because we look a little
neater out there doesn’t mean it takes away from our job or what we do. The
men say, “they want everything around here” when women asked for some
changes in the uniform but everything now is for the men. We wear men’s
shirts, hats, and ties. It won’t take away from our job performance to have a
neat-looking uniform. [A police woman (Martin, 1980: 133)]
The fact, being a woman, I don’t know whether it would have been as easy
for a younger woman than at my age. Because, see, I have the motherly image,
you know, and they want Mom to make good ‧‧‧‧‧‧ Every once in a while when
they came up with “The woman’s place is in the home” type thing, and then
they just egg me on because they know that I’ll take the female part, I’l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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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fend womanhood (Walshok, 1981: 213)
Dan, who was my boss for a long time in the second cook’s station, is a
very funny man because not a lot of people get along with him. He’s an
Englishman – and he doesn’t approve of women in the kitchen and he’s very
open about it. He doesn’t necessarily think they should be home, you know
‧‧‧‧‧‧ He has sort of taken this father image with me. And he protects me like
when this guy out in the Dutch kitchen gives me a hard time – Dan is always
there to take care of it if I can’t. [Erin Kelly, a chef’s apprentice (Walshok,
1981: 218)]
I like being around men ‘cause, if nothing else, it sharpens your feminine
skills. ‧‧‧‧‧‧ When you’re around a man, you may be aggressive to a certain
pint, but there will also be times when you’re going to turn on the charm to
get what you want. If you need help doing something, if you need a favor,
it’s easier to get a favor from a man than a woman. It’s not necessarily taking
something from them. It’s just using a bit of feminine charm. Not all women
can do it. [A drill instructor in the Marine Corps (Williams, 1989: 77)]
Anyway, it was wintertime and I had just discovered I was pregnant, and
I was already four months along and feeling very sorry for myself, when my
boss sent me out on that job. And I stompted upstairs, up to the big boss, and
I said, “Well, I’m not doing that job anymore, blah, blah, blah, because I’m
pregnant. Aid if I lose this baby it’s gonna be your fault!” ‧‧‧‧‧‧ In fact, they
practiced reverse discrimination and put me on an easier job than I had been
doing. They didn’t create the job for me. Hauling scrap, which is a bit easier,
had to be done anyway. And nobody got bent out of shape about my doing
it steadily. The guy I bumped from the job didn’t care. They’re all nice guys,
real understanding. They did tease me about working so far into my pregnancy.
[Mary Rathke, a steel hauler (Schroedel, 1985: 16-17)]
Then, which women, on the equality side or the difference side, could be
said to follow the male norms at the workplace? I think none. This is because
of the inconsistent perception and requirement of male norms towards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The male norms, on the one hand, insist on women’s
equal competence at work, including physical requirements. However,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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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time, they don’t want to recognize women’s competence for men’s
masculine ego. Men want women to remain as inferior, subordinate beings in
the name of femininity. In this situation, women who take equality strategy
suffer from having to prove their competence with more efforts than men make
to be accepted on equal basis. Because this challenges the very male ego of
superiority, however, they are ignored or, if accepted, labeled as non-feminine,
thus as failing women. On the other hand, women who take difference strategy
are blamed for not being competent and subjected to contempt and teasing as
a trade-off of being treated as women. In short, because the existence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itself is a challenge to masculinity, these women,
regardless of which strategy they take, could not fit the male norms.
The inconsistent male norms in male-dominated jobs cause instability of
gender identity among women on these jobs. Almost none of these women
deny their female identity. However, they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heir lives. Only some
find it in the workplace.
My dad works over at Bangor in the ammunition depot, so I asked him what
it would be like working with all men. The only thing he told me was if I
was gonna work with a lot of men, that I would have to listen to swear words
and some of the obscene things, but still act like a lady, or I’d never fit in.
You can still be treated like a lady and act like a lady and work like a man.
So just tried to fit in. It’s worked, too. The guys come up and they’ll tell me
jokes and tease me and a lot of them told me that I’m just like one of the
guys. Yet they like to have me around because I wear make-up and I do curl
my hair, and I try to wear not really frilly blouses, see-through stuff, but nice
blouses. [Nora Quealey, a truck assembly line worker (Schroedel, 1985: 92)]
Although I was a tomboy as a little girl, when I reached maturity,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o be a lady, first and above all ‧‧‧‧‧‧ and this job drains you
of that ‧‧‧‧‧‧ because you have to come up aggressive and take command in
situations. Some women naturally can fluctuate between that and femininity, others
have to make themselves be aggressive when they put on the uniform. I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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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ly feeling to strap a gun on my hip. It’s an everyday battle to be feminine.
You can’t be feminine on this job and be effective. ‧‧‧‧‧‧ That’why it is important
to me to wear make-up and earrings. ‧‧‧‧‧‧ I don’t want to be looked at as a man
but as a woman. I like being a woman. Many people think the women in positions
like this are staunch women’s libbers but that is not the case with the majority of
us. [A policewoman (Martin, 1980: 197)]
Others find a way by setting aside their femininity for outside the workplace.
It took a long time to think of myself as a woman and as a truck driver.
The two did not combine for a long time. At home you want to be able to
do beautiful things, you want to look pretty, and to have clean nails. You want
to be able to sew beautiful things and have pretty flowers in your house. You
want to feel like a woman. You want to feel like you can be in a relationship
and be a normal woman in a relationship. The job makes you feel sort of
hardened. You gotta have your guts up to par, you’ve gotta go for it, you gotta
go fast. It’s a real grind-it-out type of thing. At home I want just the opposite
type of thing – things that have always been part of my life. But they’ve
kinda slid away. I feel like this job takes away my creativity, zaps it away.
I need a week off before I can even think of making something pretty. [Marge
Kirk, a concrete-truck driver (Schroedel, 1985: 161)]
But sometimes I miss being able to look like a woman. There’s a purpose
behind the way I dress. I don’t dress to work at a fashion show, but I mean
it isn’t glamorous and there are times I’d like to dress up. That would be the
one thing about work that I don’t like. It’s hard to relate to other women about
what I do. I get tired of getting stared at in department stores when I go in
with my grubby jeans and my flannel shirt and my steel-toed shoes. They kind
of look at you like, "What in the world?" It’s a whole different attitude.
As soon as I walk in the door at work it’s like I’m not any sex at all. It’s
no sex at all. It doesn’t matter if I’m a man or a woman. I’m a machinist.
I can do the work. The guys look at me, not because I’m a woman, but
because I’m a machinist. And that feels real good. [Amy Kelley, a machinist
(Schroedel, 1985: 130)]
Any way they take, it is sure that they’re suffering from the instability of
their gender identity. The situation seems more difficult for homosexual

Another Look at Affirm 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 (Haejin Kim ) 몲

51

women.
This whole situation was very difficult for me for many reasons. Until I
came out I had a terrifically hard time dealing with my own conscience
because I was not being honest about my sexuality, and that was difficult
because I had been an active, functioning homosexual for a while. It was hard
for me to be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shut up about it. ‧‧‧‧‧‧ After the
first time out I decided to come out. It was easier to live with myself. Then
I was ignored – hostilely ignored, but ignored. That wasn’t such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I am moderately accustomed to negative reactions from
people. [Teresa Selfe, a sailor (Schroedel, 1985: 85-86)]
There are also some women who advance from suffering to trying to change
the masculine work culture itself with success in some cases, others in vain.
As a helper you don’t have a whole lot of power, but some things have to
be dealt with. I used to try and explain how abusive dirty magazines were to
women. Finally one day we were workin’ out in the middle of Rainier Avenue
and this young man, who had been hassling me ever since I started, was
standing around with the other guys looking at a dirty magazine. I think it
might have been Playboy because it had a center foldout. They were all
giggling and brought it over to me. I said, “I’ve had enough of this shit,” and
pulled the centerfold out of the magazine and burnt it up with a cigarette
lighter. That kind of stopped that, and as new people would come in they
would get the story, so I didn’t have to deal with a lot of that afterwards.
[Laura Pfandler, a pipefitter (Schroedel, 1985: 20)]
The union hasn’t been much better. They didn’t want me in and the big-wigs
haven’t given me support since I got in. One time I ripped some porno off
a wall, a poster-size crotch shot of a woman, and the apprenticeship
coordinator said I should have called him in, but that I had to understand I
was in a man’s trade, and that the men shouldn’t have to live by my rules.
So I showed him the crotch shot and asked him if he found it objectionable.
He said, well, he guessed so. Some other pornographic things have
disappeared, and I’ve been told I could be in trouble and sued by the union
for taking personal property, although nobody has seen me take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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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Angela Summer, a plumber (Schoredel, 1985: 60)]
I mean I really like the people I work with, but I’m not sure I wanna put
energy out in their directions. I try to change the way they think, but it doesn’t
work, I mean overall most of those men see women as a class of subhumans,
right, an’ that …… They have their individual exceptions, of course, and that
scares me ‘cause I’m not sure what makes me different. I don’t like to be
separated from other women. There’s still a lotta tits-an’-ass locker room
bullshit that goes on, I mean after the first month or two, when I was
outrageous, right, I just sorta gave up fighting them and a few weeks ago one
of the mechanics asked me ‧‧‧‧‧‧ what did he say ‧‧‧‧‧‧ something about how
whether I was becoming less radical in my older age or ‧‧‧‧‧‧ you know, some
sorta joke, but he was somewhat serious ‘cause I just don’t come down on
people the way I used to any more ‘cause it doesn’t get me anywhere. I
expend all this energy and everything stays the same. [Sandy Harold (Walshok,
1981: 173)]
These women's efforts, in some cases, help to change work culture or to
change the work image itself in a feminine way.
I love to hug people, but at one base I got I trouble for it once. When my
friends come to the window at the base, I would give them a hug, and I’d
usually pick out two or three older drivers that had been there thirty years –
they were the drivers that would come to work, sign in, not talk to anybody,
and they’d go to work,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 retired, and nobody knew
who they were. It was sad to me, so I started hugging them every day. I just
felt that they probably needed it, and then they would start talking to people.
They’d come in the morning and smile. I just felt they needed physical contact.
It doesn’t have to be sexual. It can be just a “I’m glad you’re here today,” and
a big hug. Anyway, my boss told me I had to stop hugging people. I quit for
a week and everybody thought something was wrong with me, so I thought,
“Piss on him. That’s not me.” I started hugging again, and told my boss, “I’m
sorry, I tried it, but I don’t think it’s influencing my work. I just can’t go around
not hugging people.” He never said anything again. He realized that was just the
way I was. [Arlene Tupper, a transit supervisor (Schroedel, 1985: 212-213)]
I like the good parts of the job. I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 can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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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one believe in the police. There’s ‧‧‧‧‧‧ a lot of negative stuff out there
but the positive is much more important. I’d rather go in a store and have the
owner say, “It’s sure nice to have you come through here every day.” That
makes me happy. Locking people up ‧‧‧‧‧‧ doesn’t. ‧‧‧‧‧‧ I feel strongly about
the role police should play in the community. ‧‧‧‧‧‧ I guess I should have been
a social worker. [A policewoman (Martin, 1980: 195)]
In summary, women in male-dominated jobs are suffering from the
instability of their gender identity, fluctuating between femininity and
masculinity. However, their effort to balance the two is a process of
deconstructing the giv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reconstructing them
according to their concrete situations. Even though there could not be ultimate
definition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y are trying to find new meanings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thus a new ground for their demand for equality
and difference.

4. The Effect on the Lives of Women at Nontraditional Jobs
The following experiences of these women show that their struggle for
survival in male-dominated jobs has personal importance.
I always lacked self-confidence in myself, and this [job] is helping a lot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I want real bad. I’m pushing myself a lot on it
and I’m showing myself I can do things that I didn’t think I could do. I’m
starting to think ‧‧‧‧‧‧ fantasies that I’ve had all my life are attainable. [A cable
spicer at the telephone company (Walshok, 1981: 151)]
Having a good-paying job has made me a lot more independent ‧‧‧‧‧‧ finally
I got to the point one day that I told my husband that I was going to buy a
new car. And that’s the way it was, because I made enough money that I felt
that I could afford to buy a new car in my name. It’s my car. My husband
was very angry ‧‧‧‧‧‧ He still gets very angry when I say it’s my car. He says
it’s our car. It’s not, as far as I’m concerned. It’s my car and ha should ask
permission to drive my car ‧‧‧‧‧‧ I was equal to him. I wasn’t below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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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 Sanborn, a label printer (Schroedel, 1985: 232)]
I guess I’m just an activist at heart. It’s the politics of it, I think; I like to
have a han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ings which affect my life. I
can’t turn a deaf ear to politics. [Sylvia Lange, a gillnetter (Schroedel, 1985:
251)]
The self-support, independence, and self-confidence are strengthened in these
women. An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ones that have
been linked to ‘masculinity.’ How could this be interpreted? It does not seem
that these women learn masculine traits, thus being masculinized. Rather, it
could mean that these women are breaking the stereotypes falsely linked to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us deconstructing the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Even though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suffer from instability in the given gender identity, these women, going through
the struggle to survive as wo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continuously
re-find themselves positively, denying to be classified by the existing gender
norms.
Their efforts to re-find themselves don’t end at an individual level. The
suffering of lonelines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feeling of unfit both to
traditional women’s and men’s groups, seem to provide them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individuality, somewhat ironically.
When I’m in a fire camp I look around and try to find a woman who’s forty
years old or thirty-five or fifty, like all the men I see. I want to see a woman
who’s walking around not just in a fire camp, but on the fire line. I’ve never
seen her. And that really bothers me because I want to see her. I realize the
role model has to be myself. I’m going to be the role model for other people,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even when my job was less than I wanted,
I decided to stick it out. I want to be that woman on the fire line. [Diane
Clarke, a fire fighter (Schroedel, 1985: 33)]
I belong to a group called Women in the Trades and the reason I b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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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ecause I need their support. I need that sympathy, that understanding, and
to share the feelings of accomplishment. But mostly the support. [Elaine
Canfield, a carpenter (Schroedel, 1985: 40)]
The union, in theory, treats women equally with men. At most positions,
even shop steward, you’ll find women, but when you get to the thirteen
business reps, they’re all men. Women in the union recently formed a women’s
committee to help women with work problems. We are having a workshop
next week to get women’s input on priorities to be working on. We think that
day care and job training will probably emerge as priorities. Most women are
in the lower-paid grades and don’t know about any upper-level jobs or what
training they might take. [Jo Ann Johnson, a painter (Schroedel, 1985: 147)]
As shown above, these women try to overcome the individuality of the given
situation by positioning themselves as a role model in these jobs or by
organizing with similar women in nontraditional women. Talking about
self-support, independence, and self-confidence (associated with masculinity
and individualism) and, at the same time, organizing women’s support group
(for collective voices based on differences) don’t match the dichotomy of the
existing gender identity or the equality/difference debate. They are pioneers in
transforming gender structure of the society.

V. Conclusions :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ffirmative Action

Even though Affirmative Action is one of the equality-side approaches to
eliminate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sex wage gap, it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 equal workplace status between women and men
even on the same jobs. The masculine work norms, as shown in the above
experiences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still give these women su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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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econd-class workers. Thus, Affirmative Action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 of the equality side, that integration of occupations would make the
workplaces equal between the sexes. However, the difference side’s criticism
of Affirmative Action as reinforcing male workplace norms seems shortsighted. Instead of all being acculturated into the male norms, women in
male-dominant jobs try different strategies, equality or difference, to survive in
these occupations. Some of the difference strategies used by these women
include changing the existing masculine work culture, a very challenge to male
workplace norms. The important finding, however, is that, in the process, these
women suffer a lot in defining their gender identity, regardless of which
strategy they choose. This is also an indication of the failure of the existing
feminist approaches, both equality and difference sides. This failure seems to
come from the fact that both the previous equality and difference approaches
in feminism are mainly based on the given definition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The reality from the experiences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show the following: the existence of women in nontraditional jobs itself
challenges the given defini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 struggle of
these women to survive in these jobs is a process of deconstructing the
masculine and feminine identities and reconstructing them, having potential to
break down the patriarchal workplace structure.
I think it’s a good thing for women to work in non-traditional work because
it breaks down the mysticism [on gender]. [Barbara Shaman, an outside
machinist (Schroedel, 1985: 175)]
This is a potential of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By giving opportunities
for women to enter the previously excluded, masculine occupations,
Affirmative Action opens up a chance to challenge the traditional gender norms
at the workplaces. Even though it might be a policy based on liberalism, it
could have some transformational potential when, as shown above, wom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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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raditional jobs overcome individuality by organizing themselves, thus
challenging the male norms collectively. A possible re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y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and challenges is that women find a new
ground for their ‘equal and different’ status at workplace, having a possibility
of transcending the equality/difference debate.
At its inception stage, Affirmative Action in Korea has an advantage of
utilizing others’ experiences. From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Affirmative Action in Korea can be mentioned. First, some
complaints against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anticipated and prepared for.
“It would be reverse discrimination to hire women over men for the
Affirmative Action purpose,” “Affirmative Action makes hired women seen as
non-qualified,” “Affirmative Action encourages talented women to get
traditional male jobs, thus ‘ghettoizing’ traditional female jobs more,” or
“Affirmative Action forces women to follow male norms.” In winning over
these complaint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help. Affirmative Action did
get more women into traditional male occupations and these women try to
perform at the expected level on the job, and, at the same time, voice women’s
concerns at the workplaces. In this regard, stricter monitoring of Equal
Employment Law can reduce possible negative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since it can lessen burdens on Affirmative Action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 at the first place, in recruiting, selecting, training, compensating,
and promoting.
Second, like most equal-opportunity policies, Affirmative Action focused
more on putting women into male-dominated occupations, not accommodating
women’s specific needs for the integration. This is shown everywhere, from the
lack of restroom facility to long-hours, to physically demanding work which
makes it difficult to balance the work life and the family life especially for
women with family and/or kids. These limitations, for some women, result in
disappointment in and giving up of working in nontraditional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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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ime a directive came down from on high: “You’re spending too much
time in the restrooms.” The restroom was a couple blocks away so it took a
few minutes to go there. But the poor foremen had to give us the word, and
then take our flak. ‘Oh,’ we’d say, “Jimmy, I’ve got my pants unbuttoned. Can
I go now?” “Jimmy, can we use your hat?” Well, that directive didn’t last too
long. [Irene Hull, a shipwright/bindery worker (Schroedel, 1985: 44)]
I get up usually at a quarter to five or five in the morning, take a shower,
and wash my hair. ‧‧‧‧‧‧ And I usually get to work about forty-five minutes
early and they have a cafeteria right in the building and I usually eat breakfast
there so I don’t have dirty breakfast dishes to do when I get home. I’ll read
the paper. Then just regular working, depending on where I’m working, like
I said I move every three or four months to a different shop, to different
duties. But now I’m out climbing on airplanes and I usually get home about
four-thirty or a quarter till five and I pick up my son from my mom’s and
let the animals in or out or wherever and cook dinner, clean up, and he sits
glued to the TV and I yell, ‘Dinner,’ and he says, ‘oh, no.’ It’s tough – it
really gets hard to come home.
You leave the house at six and get home at five – that’s eleven hours. And
then to have to try to figure out something to eat and then have to do the
dishes – it just gets to be a drag. I think that’s mainly why I get tired of
getting up for work, because of what I know I have to come home to after.
Like just – simple things like having to remember to put the trash out for
Wednesday and that type of thing. It just makes me so mad – I’m on my
way out to work on Wednesday mornings and I think, “Goddamn, I forgot to
put the trash out last night,” and then I have to go back and take it out. Just
little things like that. It’s tough, it’s hard to do. [An electronics mechanic
apprentice (Walshok, 1981: 253-254)]
Some of thes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accommodating to women’s
special needs or improving general working conditions of all workers, women
and men. Thus,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work-life
balance policies such as childcare and flexible work schedule. However, these
policies should not be confined to benefit women only. It should be expanded
to be applied to all the workers on the needs basis, regardless of their sexes.
Third, efforts to change male-dominant work norms should go side b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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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ffirmative Action. Without changing these norms, women in traditional
male jobs suffer from workplace harassment and are discouraged from keeping
the jobs. If getting more women into non-traditional occupations is one thing,
keeping them on those jobs is another. Without keeping them on those jobs,
Affirmative Action cannot achieve its goal at all. Getting social consensus and
organizing campaigns on workplace harassment can be a way to do this.
Success of Affirmative Action depends not just on the policy itself, but on
collective will of the society. Especially labor unions can play a pivotal role.
In Korea, it seems that union leaders, male leaders in particular, don’t pay
attention to Affirmative Action issues. However, without full support from
labor unions, even union women cannot get benefits from Affirmative Action,
which would result in the weakening supports for unions eventually. The
government’s will for Affirmative Action is another critical factor. The status
of a developed country can not be achieved just by economic means. It
definitely requires upgrading citizens’ life quality, especially for the historically
disadvantaged, of which women workers are a part. Can the success of
Affirmative Action be an index for the status of a develop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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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적극적 고용조치에 관한 일고찰 : 미국 수혜자들의
목소리
김혜진
적극적 고용조치는 평등의 개념을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확장
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로 설계되었다. 여성을 둘러싼 평등 대 차이 논쟁에 비추
어 볼 때, 이 정책은 평등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조치가 비
전통적 직업에 보다 많은 여성을 합류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특성을 무시하고 남성 규범을 따르도록 했다는 비
판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적극적 고용조치를 통해 남성 중심 직업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의 경험담을 통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비전통
적 직업에의 여성의 존재 자체가 이들의 평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이 모두 남성 규범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이 여성들은 다양
한 생존전략을 구사하는데, 그 중 일부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 이들 여성들이 어떤 생존전략을 구사하는가에 관계없이 이들은 기존
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들의 경험담은 한국에
서도 적극적 고용조치가 평등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노동 현장을 건설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적극적 고용조치, 평등론, 차이론, 비전통적 직업에서의 여성, 남성
성, 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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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비와 대졸자 초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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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공․민간부문 공히 여성 노동자가 중고령 노동자의 비율과 유의하게
역의 관계를 보여 성별 및 연령별 직무분리의 관행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인적자원투자에 대해 노조의 프리미엄효과가 공공․민간부문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흥미롭게도 전문관리직-생산노무직 등의 직
종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민간부문과의 일정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
한, 이번 분석 결과에서는 매출규모가 고용규모보다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영
향 변인으로 더욱 유력하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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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 문제 제기

이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투자(human resource investment)
관행을 탐색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있다. 이때, 인적자원투자란 기업 조직이
종업원들의 동기부여와 능력 함양을 위해 급여보상,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에
투입되는 경제적 지출을 지칭한다. 상식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업체
들은 주어진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경영성과를 산출하려는 조직적 효율성을
도모․구현하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하겠으나, 양 부문의 기업 조직들이 처
한 조건이 매우 상이함에 따라 핵심 투입요소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에 대
해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이종훈, 1996; 김재홍, 1996). 우선, 민간
기업들은 상품가치 실현을 위해 시장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반응하는 반면,
공공부문 사업체들은 통상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
장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인력관리 및 고용관계
에 있어 적잖은 차이를 드러낸다(이병훈․황덕순, 2000). 구체적으로, 민간기
업들은 고용규모와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생산물시장의 여건에
기본적으로 영향받지만,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시장여건
에 따르기보다는 정부 및 의회의 감독과 규제에 의해 인적자원관리가 결정․지
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서는 노사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자치적 교섭 진행이 성립되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대정
부 정치상황조건(political contingency)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게 된다1)(이병훈,
2005; Hundley, 1991).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정치상황 논리는 정부가 단체교섭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등장하거나(예: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단체교섭에 대한 간접적인 개입․간섭을 행사함(예: 정부 산하기
관)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과 단체교섭 성과가 정부의 입안을 거
쳐 국회의 승인 절차에 의해 확정되거나 영향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여건하에서 노동
조합들이 교섭 상대인 정부 부처와 기관의 사용자에 대해 상대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처
우와 정책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인력․조직 관장의 정부 부처 및 국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행사에 주력하게 된다는 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이병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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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와 경제개방의 환경변화
를 맞이하여 날로 심화되는 국내외 경쟁상황을 경험하면서 비정규직 인력과 외
주화를 확대하는 한편, 인적자원관리의 유연화와 생력화(省力化)를 적극 추진
함으로써 기존의 내부노동시장 관행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고용관계의 성격 변
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반면,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은 오히려 고용불안 시대를
맞이하여 한편으로 구직자들에게는 ‘신(神)의 직장’으로 선호되고, 다른 한편으
로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방만한 경영방식과 느슨한 인력관리의 문제가 지적되
며 민영화 추진의 정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민간
부문의 과잉유연화․효율화 또는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여부를 둘러싸고 인적
자원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4차 KLI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민간부문의 인적자
원투자 실태를 비교하여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검정하는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제Ⅱ장에서 관련 연구문헌을 간략히 살펴
보고, 제Ⅲ장에서 분석자료와 변인들을 소개하고,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연구함의를 각각 논의․서술하기로 한다.

Ⅱ. 선행 문헌 검토

고전경제학에 따르면, 완전경쟁의 생산요소(노동)시장에서는 보수수준이 노
동생산성에 의해 균일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이론화하고 있다(김재홍, 1996;
Kaufman & Hotchkiss, 2006). 그런데, 노동시장이 의존하는 현실 생산물시장의
경쟁여건이 불완전하고, 기업들의 시장지위가 매우 다양하여 산업간뿐 아니라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들의 보수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다(Baker
등, 1994). 실제, 기업들에 따라 지불능력과 노조 교섭력, 그리고 소속 근로자들
의 개인적 특성 등에 의해 일부의 기업들이 소위 임금프리미엄(wage premium)
을 지급하거나 생산성 증대를 유인하기 위해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을 지급
하기도 한다(이종훈, 1992). 비슷하게,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교섭을 통해
상당수의 기업들은 내부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형성하여 인적자원의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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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무배치를 기업특수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있다. 요컨대, 경제
학 이론과는 달리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기업들의 급여보수-복리후생-교육훈련
이 시장 규율에 의해 단순히 균질화되기보다는 이들 조직의 시장 내 지위와 지
불능력, 노동자의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인적자본 그리고 노사간의 교섭 등
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편재되고 있다고 하겠다.2) 이에 더하여,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 사업체들의 활동조건이 판이하게 상이하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관리방식
의 차이를 손쉽게 점쳐 보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방식, 특히 보수․복지․교육훈련의 투자관행에
있어 공공․민간부문의 차이를 엄밀히 검정하고자 할 때, 여타의 사업장 특성
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임금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검
토된 사업체 수준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업장간의 인적자
원관리 차이에 영향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 사업체의 업종과 고용규모가 수많
은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검증되고 있다(Groshen, 1991). 또한, 노
조 조직 여부가 사용자의 인적자원관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
되면서 임금 및 여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검토되
고 있다(류재우, 2007; Mitchell, 1986). 사업장 수준의 인적자원관리방식을 비
교함에 있어서는 조직활동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의 직종 구성과 인적
특성 분포(예 : 성별, 연령, 학력, 근속 등)가 역시 그 투자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Tilly & Tilly, 1998). 이를테면, 여성 밀
집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경향성에 따라 저임금-저숙련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며, 저학력 또는 청년-고령자 노동
인력이 집중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사한 주변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반면, 전문직종 인력이 다수를 구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
임금-고숙련의 인적자원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손쉽게 예상
되기도 한다. 아울러, 기업의 시장지위와 그로 인한 지불능력 및 경영성과는 해
당 사업장의 인적자원투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의 재정 상태를 좌우하므로 당연
히 그 영향요인의 일부에 포함되어 논구되고 있기도 하다(이종훈, 1992).
2) Katz & Darbishire(1999)는 기업 고용체제를 유형화하여 크게 저임금 생산체제, 무노조 HRM
생산체제, 일본식 생산체제, 그리고 노사공동관리 생산체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는 것도 고용관계의 다양성을 존재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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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사업장간의 인적자원투자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
상하에 특히 공공․민간부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려 함에 있어 그 편차를 낳
은 주요 사업장 요인으로 고용규모, 노조조직, 근로자 인적․직종구성, 기업 지
불능력 및 시장지위 등을 엄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분석자료와 변인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도에 실시한 사업
체패널 조사 4차년 자료 중 인사관리 담당자용 설문지와 노사관계 담당자용 설
문지를 이용하였다. 4차 사업체패널은 30인 이상 규모의 1,905개 사업장을 대
상으로 하여 기업의 고용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전략, 노사관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패널조사에 포함된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의심
스럽거나 주요 분석변인의 정보가 누락된 사례들을 제외한 결과 분석 표본의
수는 1,316개 사업체로 줄어들었다.3) <표 1>에서 예시하듯이, 분석 표본이 되
는 1,316개 사업장은 공공부문 235개와 민간부문 1,081개로 구성되며, 30인 이
상의 사업체를 패널 표본으로 추출함에 따라 사업장 고용규모와 노조조직에 있
어 중대형 및 유노조 사업체가 과대표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경우 제조업 44.7%, 사업․개인․사회서비스 26.3% 등의
순으로 구성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그 특성에 맞추어 사업․개인․사회서비
스부문이 79.2%로서 부문 표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변인의 가공을 위해 인사관리 담당자용, 노사관계 담당자용,
근로자 대표용 설문지 그리고 회사 재무․고용 기초자료를 가공․통합하여 분
석하고 있다.
[그림 1]에서는 이번 연구의 분석모형을 예시하고 있다. 우선, 비교분석 대상
의 종속변인으로는 사업체의 인적자원투자를 대리 측정하기 위해 근로자 1인
3)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정보를 포함시킨 패널자료의 경우에는 그 사례수가 1,200여 개로 제
한될 뿐 아니라 그 정보 역시 신빙성이 떨어져 패널 설문조사에서 사업체 대표가 자가기
입한 재무정보를 가공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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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표본의 속성별 분포
(단위 : 개, %)

구 분

고용규모

노조유무

업종

분석 표본
민간부문

공공부문

전체

100인 미만

381 (35.3)

70 (29.8)

451 (34.3)

100～499인

488 (45.1)

99 (42.1)

587 (44.6)

500인 이상

212 (19.6)

66 (28.1)

278 (21.2)

유노조

423 (39.2)

155 (66.0)

829 (44.0)

무노조

656 (60.8)

80 (34.0)

578 (56.0)

제조업

483 (44.7)

4 (1.7)

487 (37.0)

건설업

60 (5.6)

3 (1.3)

63 (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5 (9.7)

5 (2.1)

110 (8.4)

전기․운수․창고․금융

149 (138)

37 (153.7)

186 (1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84 (26.3)

186 (79.2)

470 (35.7)

1,081 (82.1)

235 (17.9)

1,316 (100)

총계

[그림 1] 사업체 인적자원투자의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 분석모형
[비교 변인]
-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사업장 변인]
- 노조조직 여부
- 사업체 규모
- 여성종업원 비율
- 비정규직 비율
- 중고령 종업원 비율
- 전문직/관리직 비율
- 생산노무직 비율
- 사업체 연령
- 시장경쟁 정도
- 근로자 1인당 매출액
- 근로자 1인당 영업수익
- 업종 (5개 대분류범주)

사업체 인적자원투자
-

근로자
대졸자
근로자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초봉 급여수준
1인당 교육훈련비
1인당 법정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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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 변수

사례
표준
평균
수
편차

비고

[독립변수]
공공부문

1316

.18

.38 공공부문=1

노조유무

1314

.44

.50 노조=1

고용규모(로그)

1316 5.26 1.23 전체 종업원수 자연대수값

여성근로자 비율

1316

.29

비정규직 비율

1316

.41 1.14 정규직대비 비정규 비율(이주노동 포함)

중고령 근로자 비율

1316

.12

.14 만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1316

.35

.30

생산노무직 비율

1316

.30

.33

사업체 연령

1316 20.34 17.22 사업체 설립연도 - 2005

시장경쟁 정도

1316 3.81 1.11 시장경쟁 강도(1～5)

근로자 1인당 매출액(로그)

1307 3.09 1.79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손실

1192 5.83 75.33 천만원

업종 : 제조업

1316

.37

.48 업종 기준범주

건설업

1316

.05

.2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16

.08

.28

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 1316

.14

.35

1316

.36

.4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3

[종속변수]
급여․퇴직금․복지비․주식보상․연구
개발비 포함, 교육훈련비 제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로그)

1316 3.60 .54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로그)

1316 -2.91 3.11

교육훈련비 자연대수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지비
(로그)

1316 .59

법정외복지비 자연대수

대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

1316 7.72 0.25

1.21

당 인건비, 교육훈련비, 법정외 복지비 및 대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원의 연봉을
선정 사용하고 있다.4) 이들 3개 종속변인 및 독립변인으로서 근로자 1인당 매출
액과 영업수익을 산출함에 있어 기업 수준의 재무정보와 사업체 또는 기업 차
4)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인적자원투자의 지표로서 2005년의 임금인상률과 호봉제 도입 비율
을 부분적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비교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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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고용정보를 결합시켜 가공하였다.5) 비교 범주인 공공․민간부문에 대해
서는 표집 지표로 사용되었던 사업장 구분코드(SEP)를 그대로 더미변인(공공
부문=1)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6) 그 외 독립변인으로는 인적자원투자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의 주요 특성변인으로서 인적 속성(성별, 연
령별, 직종별, 고용형태), 조직의 규모와 연령 및 시장경쟁, 경영성과 그리고 업
종범주(더미)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그 영향 정도를 검정하고 있다. <표 2>에
서는 연구모형의 검정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의 기초통계 및 가공방법을 종합
적으로 정리-예시하고 있다.

Ⅳ. 분석 결과

우선, <표 3>에서는 공공․민간부문 그리고 공공부문 내 노조․비노조사업
장에 대한 인적자원투자 지표들의 ANOVA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공
공․민간부문의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는 대졸 남성 정규직 신
입사원의 연봉과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에 있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
해 높은 반면, 2005년 임금인상률 및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지비에서는 전자
가 후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공부문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투자가 민간부문의 9.6배에 달하였으며, 대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
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15.2%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임
금인상률과 복지비에서는 전자가 각각 후자의 56.5%와 7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같은 결과로부터 공공부문에서는 임금인상과 복지비 편성
이 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가운데, 양질의 인력충원과 인력

5) 구체적으로, 단수 사업장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재무정보에 대해 사업장 고용규모로 나누
어 변인들을 산출하였으며, 복수 사업장 기업에 대해서는 KLI에서 추가로 제공한 기업
고용규모 자료를 적용하였거나 사업장 수준의 재무정보(FP202-FP314)와 사업체 고용규모
자료를 연계시켜 그 지표들을 가공하였음을 밝혀둔다.
6) 그런데, 기업의 최대 주주를 묻는 설문문항(A107)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으로 답한 사례수
가 294개로 계산되어, 당초 표집된 공공부문의 사업체 수(290개)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고 있어 추후 원자료의 재확인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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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과 신입사원 초봉을 상대적으로 높게 제공되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조사업장과 비노조사업장으로 나누어 각
각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및 법정외 복지비 그리고
대졸 남성 정규직 사원의 연봉에서 노조부문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강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임금 및 복지 혜택의 보상(compensation)에 있어 노조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상의 ANOVA 분석은
분석 대상의 주요 속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은 비교이므로, 아래의 회귀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인적자원투자를 엄밀하게 비교하면서 그
배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공공․민간부문 및 노조․비노조사업장의 인적자원투자 비교(ANOVA분석)
(단위 : 백만원, %)

인적자원투자 항목

민간․공공부문
비교
민간부문 공공부문

공공부문내 노조․비노조
사업장 비교
노조사업장

비노조사업장

근로자 1인당 인건비

43.74
(44.56)

45.48
(34.77)

50.46
(40.28)

35.82***
(16.63)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

1.08
(17.23)

10.41*
(150.56)

15.64
(185.38)

.28
(.34)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지비

3.61
(9.13)

2.59†
(3.08)

2.96
(3.46)

1.88*
(2.02)

대졸 남성정규직 신입사원 연봉

22.66
(5.62)

26.10***
(5.29)

26.93
(5.31)

24.49***
(4.88)

2005년 임금인상률1)

5.81
(3.57)

3.28***
(1.98)

3.27
(1.95)

3.38
(2.24)

호봉급 적용비율2)

54.37
(34.60)

51.74
(31.95)

52.26
(30.80)

50.68
(34.41)

주 : 평균값과 ( )안 표준편차; ANOVA 검정결과 †p<.1 * p<.05, ** p<.01, ***
p<.001.
1)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 임금인상률(노조 사업장 M321, 비노조사
업장 N413)
2) 사원들의 기본급에서 호봉급이 차지하는 비중(C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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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공부문․민간부문 인적자원투자에 관한 회귀분석 : 근로자 1인당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인건비(로그)
분석 변수

모델 1-1
(전 체)

공공부문(더미)

.033

유노조(더미)

.156***

고용규모(로그)

.055†

여성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167***

모델 1-2
(공공부문)

모델 1-3
(민간부문)

.278***

.118***

-.102
-.229***

.092**
-.169***

.074**

-.078

-.100***

-.136*

전문관리직 비율

.065*

.102

생산노무직 비율

-.122***

-.179*

사업체 연령

.082**

.094

.081*

시장경쟁 정도

.014

.018

.011

근로자 1인당 매출액(로그)

.258***

.130*

.280***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손실

.059*

.049

.076**

건설업

.089**

중고령근로자 비율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14

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

.1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99*

.097***
-.077*
.060†
-.087*

-.016

.102

-.084

-.005

.025
-.171

.124***
.110**

F (sig)

30.898***

7.689***

27.058***

Adj. R²

.287

.310

.288

사례수

1189

224

965

주 :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임. †p<.1, * p<.05, ** p<.01, *** p<.001.

<표 4-1>에서는 근로자 1인당 인건비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사업
장 특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약 3.4%[=e(0.033)]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되
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전체 표본 대상의 회귀분석
모형(1-1)에서는 유노조(+), 고용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중고령근로자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생산노무직 비율(-), 사업체 연령(+),
근로자 1인당 매출액(+), 근로자 1인당 영업수익(+), 건설업(+), 전기․가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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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창고․금융업종(+),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이 유의한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1-2)과 민간부문(1-3)의 분석모형을 비교하면, 양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유노조(+), 여성근로자 비율(-), 중고령근로자 비율(-), 생
산노무직 비율(-) 그리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인건비 크기에 유의하게 영
향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는 고용규모(+), 비정규직 비
율(+), 전문관리직 비율(+), 사업체 연령(+),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 전기․
가스․운수․창고․금융업종(+),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이 공
공부문에서와 달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에서 예시하듯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에서도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지원에 있어 13.8%[=e(0.129)]가 더 많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모형(2-1)에서는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에 대해 유노
조(+), 고용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중고령자 비율(-), 생산노무직 비율(-),
근로자 1인당 매출액(+),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전기․가스․운
수․창고․금융업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2-2)과 민간부문(2-3)의 분석모형을 비교해 보면, 고용규모(+), 여성근로자 비
율(-), 중고령자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양 부
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한편, 공공부문에 대해서 유노조(+)
가 민간부문에서와 달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간부
문에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유의하지 않던 생산노무직(-)과 건설업(-) 그리고 전
기․가스․운수․창고․금융업종(-)이 교육훈련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기할 점으로, 전문관리지 비율은 전체 사례에 대해서
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한편,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부적(-)으로,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표 4-3>에서는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지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그 차이는 -10.1%[=e(-0.10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모형
(3-1)에서는 여성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중고령근로자 비율(-),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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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인당 매출액(+) 그리고 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업종(+)과 사업․개
인․공공서비스부문(-)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민
간 부문의 분석모형(3-2와 3-3)을 비교할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과 근로자 1
인당 매출액(+)이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한편, 비정규직 비율(-), 중고
령근로자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
이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았다.
<표 4-2> 공공부문․민간부문 인적자원투자에 관한 회귀분석 :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로그)
분석 변수

모델 2-1
(전 체)

모델 2-2
(공공부문)

모델 2-3
(민간부문)

공공부문(더미)

.129***

유노조(더미)

.058†

.141*

.039

고용규모(로그)

.257***

.130†

.278***

여성근로자 비율

-.085***

-.157*

-.082**

비정규직 비율

-.016

-.015

-.014

중고령근로자 비율

-.161***

-.320***

-.132***

전문관리직 비율
생산노무직 비율

.020
-.182***

-.111†
-.005

.070*
-.159***

사업체 연령

.005

-.005

.013

시장경쟁 정도

.006

-.066

.021

근로자 1인당 매출액(로그)

.296***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손실

.005

.281***
-.027

.298***
.007

건설업

-.091***

.0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57†

-.125

-.044

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

-.062†

.129

-.07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02

.025

.005

F (sig)

35.878***

Adj. R²
사례수

.320
1189

7.570***
.306

-.104***

30.537***
.315

224

주 :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임. †p<.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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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공공부문․민간부문 인적자원투자에 관한 회귀분석 :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지비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지비(로그)
분석 변수
공공부문(더미)
유노조(더미)
고용규모(로그)
여성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중고령근로자 비율

모델 3-1
(전 체)

모델 3-2
(공공부문)

모델 3-3
(민간부문)

-.107**
.045

.089

.023

-.106

-.133***

-.187**

.047
.030
-.122***

.072**

-.003

.091**

-.132***

-.062

-.160***

전문관리직 비율

.049

-.064

.105**

생산노무직 비율

-.036

.064

-.023

사업체 연령

-.013

-.005

.003

시장경쟁 정도

-.006

-.040

.008

근로자 1인당 매출액(로그)

.237***

.187**

.245***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손실

-.005

-.068

.015

건설업

-.008

.030

-.02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44

-.098

-.042

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

.060†

.095

.05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97+

-.130

-.077*

F (sig)

16.850**

2.904***

14.547***

Adj. R²
사례수

.176
1189

.114

.174

224

965

주 :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임. †p<.1, * p<.05, ** p<.01, *** p<.001.

<표 4-4>에서는 대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원의 연봉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를 제시하고 있는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
되며, 다른 사업장 특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약 17.5%[=e(0.161)]가 더 높게 책
정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전체 표본 대상의 회귀분석 모형(1-1)에서는 유
노조(+), 고용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중고령근로자 비
율(-), 생산노무직 비율(-), 시장경쟁 정도(-), 근로자 1인당 매출액(+), 그리고
건설업(-)이 유의한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1-2)과 민간부문(1-3)의
분석모형을 비교하면, 양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유노조(+), 여성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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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 시장경쟁 정도(-) 그리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신입사
원 연봉의 크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민간부문
에서는 고용규모(+), 생산노무직 비율(-) 및 건설업(-)과 전기․가스․운수․창
고․금융업종(+)이 공공부문에서와 달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공공부문․민간부문 인적자원투자에 관한 회귀분석 : 대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
원 연봉
대졸 남성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 (로그)
분석 변수
공공부문(더미)
유노조(더미)
고용규모(로그)
여성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모델4-1
(전체)

모델4-2
(공공부문)

모델4-3
(민간부문)

.161***
.106***
.313***

.133†

.081*

.024

.397***

-.124***

-.240***

-.125***

.069**

.116†

.070**

중고령근로자 비율

-.054*

-.035

-.037

전문관리직 비율

-.028

.031

-.009

생산노무직 비율

-.133***

-.091

-.107**

사업체 연령

-.021

.038

-.043

시장경쟁 정도

-.073*

-.171**

-.059*

근로자 1인당 매출액(로그)

.284***

.129†

.317***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손실

.022

-.008

.034

건설업

-.068*

-.013

-.05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45

.046

-.045

전기․가스․운수․창고․금융

.038

.158

.0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33

.055

.025

F (sig)
Adj. R²
사례수

43.891***
.366
1189

4.110***
.173

40.279***
.379

224

주 :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임. †p<.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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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 토론과 연구함의

제Ⅳ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시사
되는 함의를 결론으로 간추려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인적자원투자(인건비․
교육훈련․기업복리후생․대졸자 초임)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차
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비와 대졸자 초임 급여 및 인건비 총액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복지후생비의 지출에
서는 오히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앞서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장 특성을
통제한 조건에서 얻게 된 이같은 분석 결과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방
만한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통념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다. 공공
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우수 인재의 유인을 위해 잘 알려진 안정적 고용조건
뿐 아니라 높은 초임 연봉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1인
당 복지후생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낮은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민간 기업들에 비해 독
점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체들이 인력개발과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한 인적자원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나 인력관리의 지
속발전성(sustainability)이 안정적으로 유지․담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공공부문에서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이 제
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로 정부의 규제7)와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으며, 다만
이 부문의 낮은 복리후생 수준은 고용안정 관행에 의해 보전되어 크게 문제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인적개발투자의 모든 지표에 대해 전체 사업장 표본이나 공공․민간
부문 공히 여성노동자 비율과 유의하게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소위
7) 이종훈(1996)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는 임금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 논
리에 입각하여 정부의 강한 개입에 의해 공기업의 월급여와 시간당 급여 수준이 민간기업
의 14%, 시간당 급여가 10.6%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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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직무분리(gender job segregation)와 관련지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대체로 주변적이거나 열악하고,
그 결과 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업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적투자가 상대적
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이 그동안 연구(Tilly & Tilly, 1998)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바, 이러한 성별 직종분리에는 공공부문 역시 예외가 아님을 확인케 된다.
또한, 중고령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공․민간부문에서 인적자
원투자 전반에 있어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중고령(50세 이상) 종업
원의 수가 많을수록 많은 직무경험을 보유함에 따라 교육훈련투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보상이나 복지후생에 대한 투자수준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령별 직무분리(age job segregation)’ 현상을 확인케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대졸 초임에 오히
려 정적(+)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분석 결과로 밝혀
졌는데, 이는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인력보상관리에 대
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인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절적 고용관행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정규직의 활용 비율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인건비, 교육훈
련비, 법정외 복지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인건비 총액
에 대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추가 인력의 필요에 대응하여
제한적이나마 기존 정규직의 인적자원투자를 줄여 비정규직이 활용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이번 분석에서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노조의 프리미엄효과(union's
premium effect)가 대체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 논증
되듯이 노조에 의해 사업체의 보상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한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노조가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확대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회귀계수의 크기에서 드러나듯이) 노조의
프리미엄효과는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는바, 이는 날로 심화되는 시장경쟁 여건하에서 민간부문의 노조들이 공공부문
의 노조들에 비해 그 교섭력을 상대적으로 잃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다만, 법정외 복지비용에 대해 노조효과가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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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공공․민간부문 공히 사업체 특성을 고려할
경우 무노조 사업체의 복지후생 조건이 유노조 사업체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체의 연령과 시장경쟁의 노출 정도 그리고 사업 수익상태
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투자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넷째, 공공부문에서 인적자원투자에 있어 직종별 차이가 유의하게 드러나는
민간부문과 달리 흥미롭게도 전문관리직-생산노무직 등의 직종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의 경우 수행직
무/직종에 따른 보상이나 인센티브 부여 및 직무능력 개발이 주어지지 않는 인
적자원관리의 형평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는바, 이로 인한 동기상실(motivation loss)의 정체된 조직문화와 관
료주의적 병폐를 우려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대처․해결하기 위해
서는 직무가치에 연계된 보상․투자가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관리방식으로의 개
혁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시장에서의 위상과 지배력을 대리 측정하는 사
업장규모의 효과(establishment size effect)를 논의함에 있어 고용규모와 매출외
형 크기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분석 결과에서는 매출규모가 고용규모
보다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더욱 유력하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매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 정도는 낮지만, 고용규모 역시 인건비, 교
육훈련비, 대졸 초임에 있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민간부
문에서 그 기업규모의 분절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고용규모의 영향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규모효과에 있어 시장지
위효과는 주로 매출액을 기준삼아 작동하는 한편, 고용규모의 편차가 정부의
규제에 의해 별반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도출된다. 그
런데, 이 논문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이한 경영전략, 즉 공공성과 수
익성의 논리가 각각 인적자원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 상이하게 작용하는지에 대
해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연구 논점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사업체패널에 가용
설문이 포함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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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Human Resource Investment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oung Hoon Lee
This study compares human resource investment(HRI)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examines the factors causing the difference of the
two sectors in an exploratory manner, by drawing upon the 4th KLI
workplace panel survey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ublic sector is better in

total payroll, training cost, and college

graduate' entry-level salary than the private sector, whereas the latter
offers the more fringe benefits than the forme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monly show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HRI and the share
of female and aged workers, thereby demonstrating the existence of job
segregation by gender and age in both of the two sectors. The public
sector has the union's premium effect over HRI like the private, and
shows littl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job category on the HRI,
distinctly from the latter. Lastly, this study finds that the size of
revenue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employment size in influencing the
level of HRI a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Keywords : human resource investment,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union
premium effect, job segregation by gender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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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각 쟁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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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2006년 9월 1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 설립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적용을 2010년까지 미루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비판에
여론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날의 합의에는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문제 외
에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새롭
게 도입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08년도에
들어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
위원회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다수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고, 다수의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
었거나 체결 중에 있다.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서는 법리적 또는 실무적으로 무수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
나 노동위원회 결정례가 충분히 집적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필수유지업무의 개
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 범위의 정당성, 운영절차,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 등 모든 쟁점에 대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상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및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성격, 체결 절차와 이행 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현행법의
해석론과 법리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가능한 최대한의 쟁점을 발견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그에 관한 일관된 해석론의 전개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1)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김기우․권혁,『필수유지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
연구원, 2007; 문무기 외 4인,『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노
동부, 2006 등의 연구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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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노조법은 먼저 제71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정의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 필
수공익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
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서,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
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
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2.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노조법 제42조의 2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업
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
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2)”를 말한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가 ILO가
제시하는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또는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 중
어느 개념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개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따르면,
필수서비스란 “그 중단이 생명, 개인적 안전, 공중(公衆) 전체 또는 일부의 보건
에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서비스3)”를 의미하며, 병원 분야․전력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3)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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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분야․물 공급 분야․전화․경찰 또는 군대․소방 분야․감옥 분야․학교
급식 또는 청소 분야․항공관제 분야 등이 필수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
다4). 최소서비스란 ① 그 중단이 생명, 개인적 안전, 공중 전체 또는 일부의 보
건에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서비스(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
스), ②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파업의 강도나 기
간에 비추어 그 결과가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여건에 위해를 주는 국가긴급사태
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③ 기본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공서비스5)
를 말한다. 도서지역에서의 운송서비스(ferry service), 국영 항만기업 또는 항만
하역업무, 지하철 또는 철도서비스, 여객 또는 상품 운송서비스 등6)은 본래 의
미의 필수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소서비스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나. 필수서비스 또는 최소서비스와 필수유지업무의 구별
ILO의 필수서비스 또는 최소서비스와 우리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가 어떠
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이 필수서비스이며, 일정 수준 이
상의 최소한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면 단체행동이 가능한 것이 최소서비
스라고 이해하는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는 ILO의 최소서비
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업무의 단체행동이
전면 금지되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수행을 유보한 상태에서 단체행동이 제한적
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나누는 것은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개념이 법률이 허용하는 사후적인 효과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개념을 공허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서도 우리 노조법상의 필수공익사업은 필수서비스, 필수유지
업무는 최소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7). 그러나 우리 노조법상 필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Fifth edition)(이하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2006, p.581.
4)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2006, p.585.
5)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2006, p.606.
6)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2006, pp.615～617,
p.619, p.6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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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익사업 개념의 외연이 필수유지업무 개념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
해는 모순이 있다.
한편 ILO가 필수서비스는 항상 복수로 사용하고(essential services), 최소서
비스는 단수로 사용(minimum service)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필수서비스는 ‘유
형적 표현’이고 최소서비스는 ‘개념적 표현’으로서 필수서비스는 이러저러한
서비스들을 아우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최소서비스는 어떠어떠한 제도적 틀
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8).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우리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는 필수서비스에 가깝고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지될 업무는 최소서비스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분류는 필수서비스가 유형적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
스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의 분야 목록을 각각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견해들은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양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필수
유지업무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는 수행되는 각 업무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필수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업이 금지되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고, 최소서비스는
필수유지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행사되
는 와중에도 최소한의 수준 이상 해당 업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업무를 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는
ILO의 필수서비스에 해당되는 업무를 근간으로 하면서 최소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업무를 일부 추가하여 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그 업무들에 대하여 최소
한의 업무 수행이 보장된 상태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는 ILO의 필수
7) 민주노총,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
한 공개토론회｣ 토론문, 2007, p.4.
8) 박제성,「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노동
정책연구』, 제7권 제3호, 2007,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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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최소서비스가 혼재된 것으로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제도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9).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각각에 해당할 수 있
는 서비스 분야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경우의 법률 효과

가.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
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유지․운영 임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을 쟁의행위에 참가
하게 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
고,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다10).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11).

나. 대체근로 허용
노조법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파
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개념상 필수공
익사업에는 필수유지업무가 포함되므로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도 대체근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12)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가 강제되는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서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필수유지업무 해당
사업장에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다는 주장13)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9) 필수유지업무의 영문 명칭에 대해서도 정립된 안을 찾기 어렵다. 일단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을 이상과 같이 정리한다는 전제하에 필수유지업
무를 ‘essential minimum services'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10) 임종률,『노동법』, 박영사, 2008, p.207.
1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89조 제1호).
12) 유성재,「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중앙
대 법학연구소), 2007, p.388.
13) 박제성, 앞의 글, p.162; 민주노총, 앞의 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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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에 있어서 대체근로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
다고 보인다. 특수한 기능과 숙련도, 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필수유지업무 해당 사업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대체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체근로 인력을 확
보해 놓아야 하는데, 근로제공에 요구되는 자격과 숙련도를 보유한 유휴 인력
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상 시점에 쟁의행위가 개시
되지 않거나 쟁의행위 참가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경우 이미 확보해 놓았
던 인력에게는 근로제공을 받지 못한 채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된 것이 실제에 있어서 노
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실효성 여부를 떠나 법률 규정이 단체행동권 행사를 유명
무실하게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4)

Ⅲ.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노동위원회 결정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의의
노조법 시행령은 필수유지업무의 분야만을 기술할 뿐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유지 수준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제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범
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준수하
여야 한다.15) 노조법 제42조의 3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
14)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조항의 법리적 해석”, ｢노동쟁
의의 해결과 공익보호｣, 한국노동법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p.40.
15)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07, p.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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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 당사
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노동관계 당사자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16)

2.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노조법 제42조의 4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 노
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노동위원회 결정의 성격과 구체적인 신청 요건, 결정의 효력
등이 문제된다.

가.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조정으로서
의 성격을 갖는가, 아니면 중재로서의 성격을 갖는가가 문제된다. 조정으로서
의 성격이 강조되면, 조정중지결정 등이 인정될 수 있고 조정안의 수용 여부의
임의성이 강조될 수 있다.18) 심판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면 당사자의 결정신
청이 있으면 화해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
야 하고, 그 결정의 구속력이 강조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중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면 신청 당사자들에 대한 결정의 구속력이 강조되고, 노조
법 제42조의 4 제5항이 필수유지업무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중재재정의 효력을
준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용이해지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점19), 노
동관계 당사자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20)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노조법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17)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에
대한 결정을 ‘필수유지업무결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1항.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4 제3항.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3, 제42조의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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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자들은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조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노조법
제84조, 제85조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련된 규정들이 아닌, 제69조와
제70조 제2항 등 중재재정의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는 것과, 신청의 당사자가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들이 필수유지업무결정
을 심판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조정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중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은 조정으로서의 성격과 중재로서의 성
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조정으로서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산교통공사의 필
수유지업무결정 신청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 등을 결정하지 않은
채 당사자 사이의 성실한 추가교섭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21)은 조정으로서
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 요건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체결되지 않
을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여기에서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조법 제42조의 3, 제42조의 4 등 관련 규정의 취지상 당사자 사이의 성실
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정신청의 전제 요건으로 삼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산교통공사 필수유지업무결
정을 보면 “노사 양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
니한 채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신청을 하는 것은 노조법 제42조의
3이나 동조의 4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22)”
21) 부산지노위 2008. 3. 25, 2008필수1.
22) 부산지노위 2008. 3. 25, 2008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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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당사자의 사전협정 체결 노력을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성실한 사전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는
“노사 양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즉 “노동조합이 곧 쟁의행위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고 급박한 경우”를 예
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견해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단체교섭
은 강제할 수 있어도 타결 및 단체협약의 체결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당
위론적 요청인 이상, … (중략) … 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처음
부터 자율적인 협정 체결을 스스로 포기하고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23)”고 한다. 부산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앞의 견해의 결론은 일
견 비슷해 보이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부산노동위원회 결정은 “필수유지업
무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 반면, 앞의 견해는 협정 체결을 스스로 포
기하고 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42조의 3 이하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개최되지는 못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노사 당사자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
야 한다는 것이 결정신청의 전제로서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유지업
무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주고받는 ‘교섭요구 공문’과 같이 협의를 진
행하기 위해 진행된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불복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위법이 있거나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하고
자 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을 통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24).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3) 문무기,「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 법조항의 법리 해석」,『2007 노동법의 쟁점(Ⅰ)』,
한국노동연구원, 2007, p.102.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4 제5항, 제6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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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나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
심의 신청이나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
는다.25) 재심신청 등으로 필수유지업무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상 필수유지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6) 불복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내에 재심(10일)이나 행정소송
(15일)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필수유지업무결정 또는 그 재심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확정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
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통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7)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
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8) 위의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가 원칙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제42조의 5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
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25)
26)
27)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한국경영자총협회,『필수유지업무협정 쟁점분석』, 2008, p.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6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6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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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계적
지위를 어디에 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
게 보는가에 따라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과의 구별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이 개념상 구별되는 것인지 또는 서로 별개의
협정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먼저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체결 주체와 체결 방식에 있어서 단체협약과 동일
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9). 필수유지업무를 단체협약으로 보는 이 견해를 취
하는 입장에서는, 체결 후 15일 이내의 신고의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2년의
유효기간, 강행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등 단체협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조법
상 규정30)들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31)
이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 구별되는 별도 형식의 노사협
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32). 노조법 제42조의 3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관하

29)
30)
31)
32)

문무기, 앞의 글, p.101; 박제성, 앞의 글, p.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제36조.
박제성, 앞의 글, p.152 이하.
김홍영,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조항의 법리적 해석 토론문”,
｢노동쟁의의 해결과 공익보호｣, 한국노동법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p.49;
노동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안내｣, 2007, p.49;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의 책,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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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작성 방식과 효력 요건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유지업무 해
당 사업 또는 사업장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무’로서 체결이 강제되는 반면, 단
체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는 당사자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33), 단체협약
은 사업의 성질에 불문하고 적용되나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 중 필
수유지업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34), 필수유지업무협정 체
결을 위한 협상 결렬 시에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라는 별
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35) 등을 근거로 한다.
위와 같은 설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과 동일
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프랑
스의 이른바 ‘오브리 법’이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경감해 주는 요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
므로, 체결 강제가 단체협약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36)고, “단체협약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대 노동법의 한 경향 속에서 파악”
하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의무와 단체협약 체결의 자유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도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정 체결
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견해의 위와 같
은 설명은 여전히 현행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체결이 강제될 수는 없다는 근본
적인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
협약으로 볼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채무적 부분으로 볼 것인지 규범적 부분
으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37). 노조법 제33조의 규정에서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도출된다는 전제에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
해38)가 있는 반면,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근
33)
34)
35)
36)
37)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의 책, p.24.
김홍영, 앞의 글, p.49.
박제성, 앞의 글, p.153.
김홍영, 앞의 글, p.49.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조항의 법리적 해석”,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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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지명되는 것은 노조법 제33조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견해39)도 있
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을 단체협약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가지는 문제점은 형
벌규정의 불균형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가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 위반으로 제89조 제1호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노조법
제92조 제1호 바목의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반이라고 볼 경우
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양 벌칙규정 간의 경합이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적용되어 특별규정인 제89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나40) 역시 만족할 만한 해석이라고 하기 어
렵다.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해 규정한 각 조항의 문리 해석에 부합하고, 아래에
검토될 관련 문제들의 검토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견
해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라고 생각
된다.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이 별개의 것으로 보면 노동위원회의 필수
유지업무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조법 제70조 제1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노조법 제70조 제1항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일 뿐 필수
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이 필수유지업
무협정이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유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노조법이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여 특별히 창설한 단체협약과는 다른 노사간의 자율적 ‘협정’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는
다른 별개의 협약 방식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
의의 해결과 공익보호｣, 한국노동법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p.36.
39) 박제성, 앞의 글, p.155.
40) 문무기, 앞의 글,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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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한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형식상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
제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형식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노동
관계 당사자가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으로 할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형식상 단체협약 내에 협정이 포함되어 기재될 것이다. 다만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업무 내용 등이
동시에 논의되고 단체협약의 한 항목으로서 협정이 포함되어 체결된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협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의 효력계위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의 효력계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단체
협약 내에 협정근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협정근로 조항이란 단체협
약에 쟁의행위 시에도 특정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놓은 조항을 말한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규정된 업무와 협정근로
조항에 포함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
대상 업무와 협정근로의 대상 업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필
수유지업무 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협정근로에는 해당하는 업무의 경
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수행되면 되고, 필수유지업무협정과 협정근로 조항
에 모두 해당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규정된 대로 그 업무가
유지되면 족할 것이다.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 조항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부여되는 업무가 반드시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양자의 효력계위를 밝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41). 만약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 조항을 폐지한
41) 김선수, “혈액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
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 대토론회 자료집, 2008,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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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합의에 따라
해당 협정근로 조항은 폐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4.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결렬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제42조의 4의 입법취지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 결렬
시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조업을 계속하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
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
의가 결렬될 경우 바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필
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 제도의 설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
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결렬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발생시킬 뿐 곧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과정에서 협의의 결렬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다면,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42)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의 일부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단체
협약과는 별개의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중 필수유지업무협
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과 동일하다고 보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결렬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43)”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논리적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노동부, 앞의 책, p.69.
43) 문무기,「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 법조항의 법리 해석」,『2007 노동법의 쟁점(Ⅰ)』,
한국노동연구원, 2007, p.106.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이준희)

몲 99

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절차에서의 세부 쟁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단계에서는 주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의 주체와
체결권 위임 문제, 협정 체결 시기,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 체결 결렬시의 쟁의
행위 가능성,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등이 문제가
된다.

1.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의 주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여기에서의 노동조합이란 단위노동조합을 말한다. 기업별노조인 경우에는 당
해 기업의 단위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주체가 된다. 산업별노조 체제
에서 지부ㆍ지회는 단위노조의 산하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필수유지업
무협정의 체결권한은 본조인 산별노조가 갖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별노조 지부
ㆍ지회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체결권한은 없다. 다만, 산업별노조 지부ㆍ지회가
①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②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③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
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산업별노조 지
부․지회가 독자적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한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
도 있을 것이다44). 기업별노조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 연합단체, 소위 ‘연맹’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단체인 노동조합 연합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45).

4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대법원 2002. 7. 26, 2001두5361; 대법원 2004.
7. 22, 2004다24854 등.
45) 부산지노위 2008. 3. 25, 2008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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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한 위임 문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한의 위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본다.46) 다만,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장별 생산기술 및 생산시설의 독자성이 중요시되어
야 하므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주체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필수
유지업무협정 체결권한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이므로,
단체교섭권 위임의 취지 안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의 담당자라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시기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시기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쟁의행위 개시 당시에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쟁의행위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단체교섭 시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필수유지업무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시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결렬된 경우 조정신청에 앞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조정신청에 앞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46) 노동부, 앞의 책, p.65; 부산지노위 2008. 3. 25, 2008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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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결렬시 결정신청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대상 기관은 1차적으로 관할 지
방노동위원회이며,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이다. 주된 사업장을 정
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
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 당
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47).
2008년 4월 10일 남동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
지업무결정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관장하도록 하였다48). 이는 각 발전회사 소속 30개
의 발전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관할 결
정은 전국 발전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이 11개의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5.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구함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이를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의 부
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는
단체교섭과는 다르며, 필수유지업무협정도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81
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은
협의 결렬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노
동행위와 유사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먼저 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 거
47) 노동위원회법 제3조.
48) <매일노동뉴스>, 2008. 4. 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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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
정 체결이 단체교섭 개시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단지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기만 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6.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협
정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49)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
간을 장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교적 단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지한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50)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관련 기술
의 발전 속도, 생산시설 및 신기술 도입 계획 등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유효기간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시설 및 신기술 도입 주기가 비교적 장기
인 사업장에서는 장기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
술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업이거나 신규 생산시설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의 경우에는 단기의 유효기간을 두거나 또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개정 요구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같이 노조법 제32조 제1항의 2년 제한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
약의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단체협약 중 필수유지업무협
정 항목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단체협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노사협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
어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의 일부분으로 체결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간주될
49) 노동부, 앞의 책, p.68.
50) 문무기, 앞의 글, p.104.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과 동일시하는 견해에서도 필수유
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흥미로
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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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Ⅵ. 필수유지업무협정 이행 과정에서의 세부 쟁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행 과정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
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통보와 변경,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내용에 대
한 해석의 불일치 문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

1.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유지수준을 규
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은 대상 업무별 유지인
원수 또는 유지인원 비율로 규정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일정 인원수로 할
것인지 비율로 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
할 것이다. 향후 인원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
업무협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대상 업무별 유지인원 비율로 규정
하는 것이 탄력적 운영에 적합할 것이다51). 구체적인 유지인원 비율은 사업별,
사업장별 고유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통의 결정
척도를 제시할 수는 없다. 수자원공사 등의 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
지로 비상시의 업무복귀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52).

51) 한국수자원공사 필수유지업무협정(2007. 11. 28); 서울지노위 2008. 1. 30, 2008필수유
지1.
52) 한국수자원공사 필수유지업무협정(200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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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통보 시한과 변경

가. 통보 시한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 통보 시한에 대하여 명시적
으로 밝히지 않고 제42조의 6 단서에서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라고만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근무 조합원을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명단
을 확인하고 지명된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다시 통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 노동조합의 통보 근로자 변경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통보한 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 질병 발생, 가사상의 사유 발생, 인사상의 조치 등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것
이다.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사용자의 통보 근로자 변경 요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통보한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조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
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근로자
가 필수유지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변경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의 불비로 보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조합이 통보한 근로자가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있
지 못한 경우, 요구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 개시 전은 물론 개시 후에도 통보된 근로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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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 근로자의 명단과 새로이 지명된 근로자의 명단을 노동조합에 통
보하고 근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통보와 이에
따른 지명 절차를 거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 휴
가, 산재로 인한 부상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새로운 근로자를 통보해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즉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대체 투입될 조합원을 지명하여 이를 노동조합
에 통보하고 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53).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 뒤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에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할 경우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할
경우에 대해서만 노조법 제42조의 4 제4항에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규정한 노조법 제34조를 유추적용해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4). 그러나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는 다른 노사
협정이므로 필수유지업무결정의 해석에 관한 제42조의 4 제4항을 유추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한 해석도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담당하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도 노조법 제42조의 4 제4항을 적용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위원회 해석의 효력은 위의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차이가 없다55).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를
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6 단서 참조.
54)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조항의 법리적 해석”, ｢노동쟁
의의 해결과 공익보호｣, 한국노동법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p.37.
55) 노조법 제34조에 의한 해석의 효력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2조의 4 제4
항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조정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은 노조법 제69조, 제70조 제2항 등에 의하
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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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56).

4.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근로제공의무의 근거
필수유지업무 해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
들은 해당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부담
하는 근로제공의무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법
제42조의 6이 직접 근로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42조의 2 제2항의
금지규정도 근로제공의무의 직접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을 단체협약으로 보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57)에서는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근거를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서
찾는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도출된다
고 이론 구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위반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법 제42조의 6이 단순히 ‘지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명이 노동조합이 통보한 명단에 대한 확인과 선택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근로제
공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근거는 필수

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4 제4항.
57) 문무기, 앞의 글,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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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업무협정 자체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제공의무의 근거를 필
수유지업무협정 자체에서 찾는 견해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법적 성격을 단체협약과 같다고 보는 견해와 별개의 협정이라고 보는
견해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우선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을 단체협약으로 보면서 “노조법 제33조
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관계를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 (중
략) …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명되
는 것은 제33조와는 상관없는 문제58)”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결국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다만 문맥상 필
수유지업무협정 자체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
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의 책임에 관해서는 “지명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
공하지 아니한 경우, … (중략) … 해당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통제권 위반 책임
이 발생할 수 있을 뿐59)”이라고 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견해는 노동조합이 지명하지 않아서 노조법 제42조의 6 단서에 따라
사용자에 의하여 지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부터 근
로제공의무가 도출된다고 보는데60) 사용자의 지명권도 협정에 규정된 업무 내
용과 유지수준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지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노조법 및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본래 취지라
는 점에서 사용자가 직접 지명권을 행사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고 생각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을 단체협약과는 다른 별도의 노사협정 또는
협약이라고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이 간명한 설명이 가능하다. 즉 필수유지
업무 근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며, 노동조합이 협정에 따라 지명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지명한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필
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 내지 노무지휘권은 필수
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권
58) 박제성, 앞의 글, p.155.
59) 박제성, 앞의 글, p.156.
60) 박제성, 앞의 글,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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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근로제
공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
격을 단체협약과는 다른 별도의 노사협정이라고 보면서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
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근거를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 직접 찾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5.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들이 해당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가. 조합원 개인의 책임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의 근로제공의무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 위반이 되며, 필수유지업무협정, 취
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통제권61)을 위반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62). 노동조합 자체
의 징계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63)
이에 대하여 지명된 조합원이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
가한 경우 곧바로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15호.
62) 박제성, 앞의 책, p.156.
63) 노동부, 앞의 책,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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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벌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64). 이 견해는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에서 ‘정당한’이라는
문언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판단65) 등을 근거로 동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66) 그러나 노조법이 필수유지업
무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유지수준과 범위, 필요인원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67)”로서 모법인 노조법이 처벌의 대상
이 되는 행위, 형벌의 종류와 상한․하한의 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뒤에 시행
령에 세부 내용의 규정을 위임한 것68)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위반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당한’이라는 문언의 개념도 법률의 규정을
구성함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할 수는 없다69)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헌
법재판소도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 군사
기밀보호법 제6조상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부당한’이라는 구성요건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기밀에 접근한 자라는 것을 통
상의 판단․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70)”고 하
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노조법 제42조의 제2항은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행위 자체를 금지하
는 거동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적 구
성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근
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결과 발생을 기다릴

박제성, 앞의 글, p.157.
문무기, 앞의 글, p.34; 박제성, 앞의 글, p.150.
박제성, 앞의 글, p.151.
대판 2000. 10. 27, 2000도100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p.15.
헌재결 1991. 7. 8, 91헌가4; 헌재결 1997. 5. 29, 94헌바22; 헌재결 1997. 9. 25, 96
헌가16; 헌재결 1998. 3. 26, 96헌가2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1999, p.428 등.
69) 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 2003, p.22.
70) 헌재결 1992. 2. 25. 89헌가104.

64)
65)
66)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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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없이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71).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불완전하게 제공
한 경우 또는 근로제공 중 지휘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취업규칙, 필수유지
업무협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의 책임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통보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통제권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
로, 노동조합은 통제권의 행사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가 노동조합
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 위
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지시와 무관하게 지명된 근로자
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협정에서 약정한 대로 근로를 제공
할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72).

Ⅶ. 결 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를 위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과 그것이 여의치 못하
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게 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협정
체결 이후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의 이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일관된 검토를 위해서는 필수
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이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

71) 이러한 결론은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이 해석상 위헌은 아니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
질 뿐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국
가의 형벌권 발동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72) 박제성, 앞의 글, p.156. 이러한 결론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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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볼 것인
가 아니면 독자의 영역을 갖는 협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논의의 방향과 결론
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는 다른 별개의 협약 또는 노사
협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각 쟁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추후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 있는 준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견해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과는
다른 별개의 노사협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과는 다른 별개의 노사협정이라고 볼 경우, 필
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 문제, 협정에 위반한 쟁의행위 또는 협정 없는 쟁
의행위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문제,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의 근거 확정 문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하여 노사 당
사자 사이의 견해가 대립할 경우의 해결 문제 등에 대하여 일관된 해석과 이해
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노조법과 시행령의 각 조
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규정들이 공익을 담보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부연하고자 한다. 즉 필수유
지업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의 기본 취지는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아니라 공익
과 노동3권의 조화로운 보호라는 것이 모든 해석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공익과 노동3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노사간 자율결정의 여지
를 많이 부여함으로써 이 제도가 노사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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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Korea
Jun Heui Lee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to discover the issues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Korea, and find measures to utilize the system in a
proper way.
To understand the system with a consistent view, it is important to
clarify two points. One point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essential services or
the minimum service of the ILO. And the other point is that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agreemant in the Trade Union and Industrial
Relation Act 2006 should not be dealt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etting a clear picture of those two points mentioned above is the
start and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Keywords : essential minimum services, essential minimum services agreement,
strike replacement, essential services, minmum service, collective
bargin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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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산별교섭이 등장하고 그러
한 산별교섭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내부논리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유연/경
직 교섭과 조정/비조정 교섭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고. 중앙집중/분권
화 측면이 아닌 유연/경직 측면에서 검토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다음으로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조정 측면의 내부논리를 파악하였다. 유연/경직 측면의 경우 노사관
계 당사자가 세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을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며, 조정/비조정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지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유형화하고
선진국에 적용하여 다양한 교섭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산별
교섭이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발생하여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적 유연조정교섭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
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의 산별교섭 사례 연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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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에서 산별교섭이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사관계 연구자
들은 서구의 높은 노조조직률, 강한 사용자단체, 그리고 단체협약 효력확장 관
련 제도와 같은 조직적․제도적 조건의 미비를 근거로 교섭구조 중앙집중화는
제한적이며 한국의 교섭구조는 여전히 파편적이며 조정2)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위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에서 산별교섭이 정착될
수 있으며 유연하면서도 조정된 교섭구조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적 유연조정교섭에 대한 이론적 해답을 찾기는
아직 이르다. 불과 5년여에 불과한 한국의 산별교섭 실험에서 유연조정교섭의
조건을 규명하고 정착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에서 유연조정교섭이 조직적․제도적 조건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가능할 수 있다면 산별 교섭구조 정착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나 전문가
사이의 논쟁을 보다 생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서구의 오랜 노사관계 역사
에서 형성된 중앙집중적 교섭구조의 조직적․제도적 조건이 한국에서 이른 시
일 내에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 존재 여부를 두고 갈등과 논쟁
을 되풀이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이 글은 유연조정교섭을 정의하고 한국에서 유연조정교섭이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세 단계의 연구 전략을 채택하였다. 먼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섭구조의 변화를 통해 유연과 조정 두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였다. 중앙집중적 교섭구조와 분권적 교섭
구조로 이원화하여 교섭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선진
국 내 교섭구조 변화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2) 여기에서는 coordination을 조율 대신 조정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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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존의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
조정 측면에서 재정리하였다. 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연한 교섭과 조정된 교
섭을 형성하는 내부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부논리의 발굴은 이
논문이 기존의 ‘조정된 분권화’ 논의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게 한다.3)
마지막 단계는 유연조정교섭을 이해하기 위한 유형화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
외 사례에 적용하였다. 선진국의 교섭구조를 유연교섭과 조정교섭 측면에서 유
형화하는 시도를 통해 교섭구조가 유연과 조정을 기준으로 현실에서 얼마나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동시에 한국의
산별교섭이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조건에 제약되지 않고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
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의 탐색적 성격상 중심적 연구방법론으로 교섭구조 관련 이론, 선진국
교섭사례 연구, 그리고 교섭구조 비교연구를 검토한 문헌 연구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별교섭 사례를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사례 연구를 통
해 이 글에서 시도한 교섭 유형화의 유용성을 점검하고 유연과 조정 측면에서
한국의 산별교섭이 가진 독특한 내부논리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3개 장에서는 선진국 교섭구조의 변화, 이론적 검토, 그리고 선진국 교
섭구조 유형화를 다루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유연조정교섭의 내부논리와 여
건을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유연조정교섭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Ⅱ. 선진국 교섭구조 변화와 유연조정교섭

이 장에서는 선진 14개 국가의 교섭구조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가 시사하
는 바를 유연조정교섭의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이
후의 선진국 교섭구조를 우선 중앙집중성과 조정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

3) 기존의 논의는 분권화된 교섭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의미로 조정을 해석하여 조정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며 교섭구조와 대비되는 교섭 운영 원칙으로 개념화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조정된 교섭이 분권화된 교섭보다 우선 발생한다. 그리고 조정교섭과 분권교
섭은 동일 현상의 원칙과 구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구조의 두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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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섭구조의 중앙집중성은 지배적 교섭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를 의
미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연구자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념상 애매함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시도하였
던 나라별 중앙집중성 순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연구자들 사이에 중
앙집중성 순위에 높은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예로 스위스의 경우 Soskice
(1990)는 분석대상 11개국 가운데 3위의 중앙집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반면
Calmfors & Driffill(1988)은 분석대상 17개국 가운데 15위의 중앙집중성을 지
니고 있다고 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그 편차가 더욱 심해 Soskice(1990)는 분석
대상 1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중앙집중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Cameron(1984)
은 분석대상 1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17위의 중앙집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
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편차가 발생한 주요 이유는 동의되는 중앙집중성 정
의가 없이 연구자마다 달리 해석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위 문제점 때문에 이 글은 교섭구조 변화를 중앙집중성과 조정을 통해 분석
하였던 여러 연구 결과를 취합하는 대신 OECD(1997; 2004; 2006)의 연구 결과
를 채택하였다. OECD 연구는 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타당성과 관련한 논쟁 여
지를 가지고 있으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OECD는 회원 국가의 주요한 교섭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가를 토대로 중앙집중성 수치를 계산하였다. 가장 중앙집중성이 낮은 1에서
가장 높은 5까지 점수화했는데 1은 대부분의 교섭이 기업과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2는 산별교섭과 기업/작업장 교섭이 혼재되어 있지만
더 많은 노동자가 기업/작업장 수준의 교섭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뜻한다. 3은
산별교섭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4는 산별교섭이 주도적이지만 이따금
중앙교섭이 반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상황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는 국가 수준의 중앙교섭이 가장 중요한 교섭방식임을 의미한다.
<표 1>에 나타난 OECD의 교섭 집중성 통계를 보면, 2000년 현재 노르딕 유형
과 라인란드 유형의 국가가 중앙집중성이 높은 반면 라틴 유형과 자유주의 유형,
일본의 중앙집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C(2004)에서 측정한 중앙집
중성 수치와 OECD의 것을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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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섭의 집중성 변화
1970～
74

1975～
79

1980～
84

1985～
89

1990～
94

1995～
2000

노르딕2)

5.00

5.00

3.83

3.67

3.67

3.33

핀란드

5

5

4

5

5

5

0.57

덴마크

5

5

3

3

3

2

0.54

스웨덴

5

5

4.5

3

3

3

0.56

라인란드

3.40

3.30

2.60

2.90

3.20

3.20

아일랜드

4

4

1

2.5

4

4

0.64

벨기에

4

3.5

3

3

3

3

0.61

네덜란드

3

3

3

3

3

3

0.58

독일

3

3

3

3

3

3

0.47

오스트리아

3

3

3

3

3

3

0.71

라틴

3.00

2.67

3.17

2.50

2.33

2.33

이탈리아

2

2

3.5

2

2

2

0.33

스페인

5

4

4

3.5

3

3

0.38

프랑스

2

2

2

2

2

2

0.17

자유주의

1.50

1.50

1.00

1.00

1.00

1.00

영국

1

2

1

1

1

1

0.13

미국

2

1

1

1

1

1

-

일본

1

1

1

1

1

1

-

3.21

3.11

2.64

2.57

2.64

2.57

0.47

전체 평균

비고1)

주 : 1) European Commission(2004)에서 측정한 중앙집중성 정도로 1에 가까울수록
중앙집중적이며, 0에 가까울수록 분권적임.
2) 임상훈(2006),『한국형 노사관계 모델(II) 유형화』참조.
자료 : OECD(2004).

선진 14개국의 교섭 집중성의 변화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먼
저, 1980년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집중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1980년대 이후만 고려할 경우 선진국의 교섭 집중성은 예상과 달리 거의 변화
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4) 유럽연합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경우 OECD보다 중앙집중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반면, 핀란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유연성이
높고 낮게 구분한 시도는 다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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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는 동일한 세계화 과정이 국가별 교섭구조에 달리 작용하였음을 시
사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교섭의 집중성이 1에서 4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스웨덴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만 집중
성이 약화되었다.
한편, OECD는 교섭의 조정 정도를 알려주는 수치도 제공하고 있다. 중앙집
중화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1에서 높은 5까지 점수가 부여되고 있는데 한 극
단인 1은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교섭이 노사 상위 조직에 의해 조정되지 않은
채 파편되어 진행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에 반해 5는 하나의 노총(중앙조직)이
존재하면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산하 산별노조의 교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
는 상황과 산하 조직의 평화의무 전제 아래 중앙조직이 공식적으로 산하 조직
의 교섭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임금동결이나 특정 임금수준을 부과하는 상황을
뜻한다5).
다음 <표 2>에 따르면 2000년 현재 노르딕 유형의 핀란드와 덴마크, 라인란
드 유형의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라틴 유형의
이탈리아와 일본이 교섭의 조정이 강한 나라로 구분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유형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라틴 유형의 프랑스가 조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다. 한편, 중앙집중성의 경우와 달리 조정 정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OECD
가 비슷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어 조정이 강하고 낮은 구분은 다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6). 아래 표는 교섭의 조정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중앙집권성의 변화와 동일한 모습으로 조정 정도도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약화된 정도는 중앙집권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5) 그 중간 수준의 조정인 2, 3, 4를 살펴보면, 먼저 2는 패턴교섭(유형교섭) 없이 산별교섭
과 기업/작업장 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3은 산별교섭이 진행되지만 비
규칙적인 패턴교섭이나 주요 교섭당사자에 의해 약하게 교섭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4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복수의 노총(중앙조직)에 의해 산별 혹
은 기업/작업장 교섭이 비공식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정부의 후원과 개입 속에 중앙조직에
의해 산하 조직의 교섭이 조정되는 경우, 노조 조직화가 높은 상황에서 패턴교섭이 정기
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대기업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정부에 의한 임금
중재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6) 스페인의 경우에 대해 유럽연합이 높게 추정하고 있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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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섭의 조정 정도 변화

노르딕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라인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라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
미국
일본
전체 평균

1970～
74
4.67
5
5
4
4.00
4
4
3
4
5
3.00
2
5
2
2.00
3
1
4
3.64

1975～
79
4.67
5
5
4
4.10
4
3.5
4
4
5
2.67
2
4
2
2.50
4
1
4
3.68

1980～
84
3.50
4
3
3.5
3.60
1
4
4.5
4
4.5
3.17
3.5
4
2
1.00
1
1
4
3.14

1985～
89
4.00
5
4
3
3.70
2.5
4
4
4
4
2.50
2
3.5
2
1.00
1
1
4
3.14

1990～
94
3.67
5
3
3
4.00
4
4
4
4
4
2.67
3
3
2
1.00
1
1
4
3.21

1995～
2000
4.00
5
4
3
4.10
4
4.5
4
4
4
3.00
4
3
2
1.00
1
1
4
3.39

비고1)

0.64
0.58
0.57
0.49
0.61
0.57
0.43
0.54
0.42
0.48
0.17
0.19
0.47

주 : 1) European Commission(2004)에서 측정한 조정 정도로 1에 가까울수록 조정이
강하며, 0에 가까울수록 조정이 약함.
자료 : OECD(2004).

그런데 1980년대 이후만을 놓고 보면 선진 14개국의 조정이 약화될 것이라
는 예상과 정반대로 도리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14개 나라 가운데 불과
스페인에서만 눈에 띄는 약화 현상이 발견될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 수
준을 유지하거나 조정이 강화되었다. 노르딕 유형의 핀란드와 덴마크, 라인란
드 유형의 아일랜드의 경우 명백하게 조정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진 14개국 교섭의 중앙집중성 약화라는 현상과 조정의 강화라는 현상이 동
시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교섭의 중앙집중성 측면과 조정 측면이 분화되었고
각기 다른 논리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즉 1980
년대 이후 한편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압력에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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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간 조정이 더
욱 필요하게 되었다.
위의 중앙집중성과 조정 측면의 분화 현상은 중앙집중성을 중심으로 교섭구
조를 분석하기보다 유연성과 조정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
를 제기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집중성 개념은 교섭수준과 관련하
여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 사이에 많은 이견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1980
년대 이후 나타난 교섭구조의 변화를 해석하기에는 중앙집중성 개념은 매우 제
한적이어서 ‘조정된 분권화’ 논쟁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산별 수
준으로 교섭이 분권화되는 스웨덴 사례나, 산별 수준에서 기업/작업장 수준으
로 분권화되는 라인란드 국가 사례에 동일하게 조정된 분권화라는 개념을 적용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중앙집중성이라는 개념은 그 유의성이 매우 낮다.
이에 반해 유연조정교섭 개념은 명확하고 시대적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예로 유연교섭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상황이 교섭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초점으로 삼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
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연조정교섭은 교섭구조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경우 교섭은 초기업의 상황을 근거로 기업과 작업장 수
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규정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중앙집중성의 개념이
유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교섭구조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초기업 상황과 기업과 작업장에서의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이 반영되는 유연교섭과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
를 생산하는 조정교섭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Ⅲ. 이론적 검토

1. 교섭구조 결정 요인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교섭구조 중앙집중성을 중심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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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교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Katz & Kochan, 2004). 먼저 교섭력이라는 요인을 들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클수록 중앙집중성이 강화되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앙집중적 교
섭의 전제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필요하다는 추론을 가능하
게 한다. 즉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특정 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노동조합 조직
정도에 비례하여 커진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면 클수록 교섭력이 커
지고 이 교섭력은 교섭구조의 중앙집중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증명하는 예
는 건설산업으로 노동조합은 임금 하향성을 억제하기 위해 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다수 업체간 경쟁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 노동조합은 기업
별교섭보다 지역별 혹은 업종별 교섭을 선호하게 된다(임상훈, 2006). 역사적으
로도 19세기 초 미국 필라델피아 신발 노동자들은 시 외곽 신발 생산업체가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자 이들 업체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화에
나섰고 이는 신발산업 교섭구조의 중앙집중성을 제고하였다(Commons, 1919).
두 번째 요인은 정부 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조직대표 선거에서 노동위원회
가 승인하는 선거 단위에 따라 교섭구조가 결정된다. 예로 미국 노동위원회가
선거 단위를 산업 수준으로 할 경우 직종별 교섭구조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산별이나 지역, 업종 수준의 복수사용자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개별사
용자가 교섭에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혹은 않느냐를 결정하는 데 따라서
교섭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Brooks(1976)는 미국 노동위원회가 선거 단위를
결정할 때 소규모 직종 단위보다 대규모 생산 단위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미국
의 교섭구조가 중앙집중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 사용자 측의 조직 거버넌스 특성이 교섭구조에 영향을 미
친다. 예로, 대기업이 성장하고 이들 기업에서 경영상 의사결정권이 중앙에 집
중될 경우 노동조합은 작업장 수준이 아닌 기업 수준에서 교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섭구조의 중앙집중성이 강화된다. 역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예로 전화
업체인 AT&T가 1940～70년대까지 의사결정권한을 뉴욕 본사에 집중하였을
때 미국 통신노조는 본사 수준의 중앙교섭을 요구하였으나 1980년대 회사가
지역별 소기업으로 해체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개별교섭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의 이론적 논의에서 교섭구조가 중앙집중화될수록 노동조합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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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사용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류이다. 이러
한 오류는 사용자는 분권화된 교섭을 원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중앙집중적
인 교섭7)을 선호한다는 가정 때문에 발생한다.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서 추론된다. 사용자는 고용을 둘러싸고 근로자끼리 그리고 단위노조 사이에
벌어지는 임금 및 근로조건 하향 경쟁을 통해 이득을 얻는 한편,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단체협약을 얻기 위해 기업/사업장/작업장 수준의 분권적 교섭
구조를 선호한다. 이에 반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교섭력을 강화하고 상호간
하향적 경쟁을 억제하면서 일률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 계약을 얻기 위해 국가/
산업/업종 수준의 중앙집중적 교섭구조를 선호한다. 그러나 실제는 이러한 가
정과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 도리어 사용자들이 개별 교섭보다 지역이나 업종,
산업 수준에서 교섭을 수행할 경우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집
중화된 교섭이 사용자에게 주는 이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중앙집중화된 복수사용자교섭은 개별 노조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적인 개별 사
용자 밀어붙이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까지 미국 항공산업
사용자들은 교섭이 한 작업장/기업에서 다른 작업장/기업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
라 노동조합이 개구리 뛰기 식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데 시달려야 했으
나 복수 작업장/기업 교섭을 채택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앙집중화된 교섭이 사용자에게 주는 또 다른 이득은 이 교섭을 통해 사용
자 사이의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체간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그 경쟁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경우 기업들은 한 노동조합
과 중앙집중화된 교섭을 함으로써 임금이나 고용을 둘러싼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중앙집중화된 교섭은 개별 기업이
파업을 빌미로 얻을 수 있는 이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 파업 해당 기업이 받

7) 교섭의 집중화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증가시킨다.
여기에는 수직과 수평 집중화 두 가지 현상이 관여된다(Moene et al., 1993). 수직적 집
중화는 협약으로 인해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 효과가 어떤 수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가를
뜻한다. 주요 수준은 기업(공장과 회사), 지역과 산업(지역, 업종과 직종, 산업), 국가(중
앙)으로 나뉜다. 수평적 집중화의 정도는 서로 다른 직무 범주에 대한 교섭이 구분되어
수행되느냐 혹은 공동으로 수행되느냐를 뜻한다. 교섭 집중화에 대한 측정은 이 두 가지
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체로 수직적 집중화로 대체해버리고 만다. 이는 수
직적 집중화가 대부분 수평적 집중화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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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피해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예는 의류, 봉제 산업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시장
경쟁은 심하고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개별 교섭보다 중앙
집중화된 복수사용자교섭을 선호하게 된다. 중앙집중화된 교섭을 통해 임금은
표준화되고 업체간 임금 경쟁은 완화되기 때문이다.8)
한국에서도 중앙집중적인 산별교섭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
회와 위협 중 하나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부 노사단체 활동가를 제외
하고는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도리어 산별교섭은 노사에게 기회와 위협 요
인을 동시에 주고 있다고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배규식(2008)에 따르면 노동
조합의 경우 노동자 내부연대 강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교섭 의제 및 정책
협의 의제 확대, 투쟁력 강화 등의 기회 요인이 있는 반면, 현장과 노동조합의
괴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의 경우 노사갈등의 기업 외부화라는
이중교섭과 같은 위협 요인이 공존한다. 조준모․이원희(2007) 역시 기업별로
분산․파편화되어 있던 근로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조직하고
제도 개선 논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내부 분열,
노조와 현장 조합원 괴리 확대, 노사 및 노정 갈등 강화 등의 위협 요인이 있음
을 지적한다.
따라서 교섭구조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이나 특정 제도적 장
치, 그리고 어느 한 주체의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장단점에 대한 해석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협약확장 기제
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Calmfors, 1993). 여기
에서 노사의 장단점 해석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구체
화된다. 예로, 교섭의 집중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임금률의 표
준화와 작업 규칙의 표준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둘러싼 사용자 내부의
균열이 집중적 교섭을 와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위와 같이
한 이론을
들은 기업
서로 다른

사용자의 입장에서 교섭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연구는 교섭구조와 관련
풍부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 Zagelmeyer(2005)의 정리에 따르면 제 이론가
수준 노사관계, 시장 상황, 제도, 기업 외부 조직 등의 요인이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구조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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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한 교섭
교섭이 유연한가 혹은 경직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단순하
다. 즉 기업/사업장 수준의 분권적 교섭은 유연하고 초기업의 업종/산별교섭은
경직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노
사관계 전환 논쟁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Kochan, Katz, 그리고 McKersie(1986)는 세계화와 정치 보수화라는 환경변
화 속에서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의 주도하에 미국의 노사관계는 산별교섭 중심
의 노사관계가 기업/사업장 중심의 노사관계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
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 미국의 뉴딜식 노사관계에서는 가장 상위인 거시 국
가정책 수준에서 노사정 사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못하였고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 정책도 부재하였다. 대신 산별노조에 종속된 사
업장 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개별 사용자와 함께 산별교섭/패턴교섭의 연장선상
에서 단체교섭과 인적자원관리를 담당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작
업장 수준에서는 노사가 직무설계나 작업조직, 동기부여, 작업장 환경, 그리고
고충처리와 같은 사안을 두고 대립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로 노사정의
전략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미국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
다. 즉 사용자는 변화된 환경을 계기로 경직된 산별교섭의 적용 대신 기업별
분권화된 합의를 종용하였고 노동조합은 양보교섭의 대가로 기업 전략 수준에
서 사용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던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작업장 수준에서 노사협력과 종업원 참여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이 증가하면서 작업조직의 유연성이 제고되었고 인적자원
에 대한 사용자의 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미국 노사관계 전환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일부(Dunlop, 1993)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Ericson, 1990; Eaton and Voos, 1992), 현황
조사 연구를 통해 분권화 정도의 강화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Cutcher-Gershenfeld
& Kochan(2004)은 유연성과 분권화 정도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주장하였
다. 이러한 연구는 분권적 교섭구조인 기업/작업장 교섭이 유연적인 반면, 중앙
집중적인 산별/업종 교섭은 경직적이라는 가정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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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분권화된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 논쟁은 유럽의 노사관계 시스
템 변화를 추적하는 비교연구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미국식 분권적 교
섭구조는 유연하고 유럽식 중앙집중적 교섭은 경직되었다는 가정이 유지되었
다. 따라서 유럽에서 국가 수준의 교섭이 와해되고 산별교섭이 강화되는 경우
나 산별교섭이 약화되면서 기업별교섭이 강화되는 경우 모두 경직된 중앙집중
적 교섭이 유연화되고 분권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Katz, 1993; Locke et. al.,
1995; Bamber et. al., 2004). Katz의 6개국 비교연구를 통해 독일을 제외한 스
웨덴, 호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5개국에서 공식적인 교섭체계가 국가에서
산업, 산업에서 기업, 기업에서 작업장 수준으로 분권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분권화 이유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교섭력의 증가나 기업구조와 종업
원 이해의 다양화를 드는 대신 유연한 작업조직의 채택과 노사 공동의 이해증
진 노력(종업원 참여기구를 통한)을 역설하였다. 가장 강력한 교섭 분권화 주장
은 포드주의(Fordist)에서 탈포드주의(Post-Fordist)로 생산시스템이 전환하면서
분권화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이다(Swenson and Pontusson, 2000).
그런데 분권적 교섭이 늘 유연한 교섭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먼저 분권적 교섭이 유연하다고 할 때 그 유연한 대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적인 교섭이 늘 유연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고용유연성을 예로 들 경우 개별 사용자가 기업/사업장/작업장 수준에서 분권
적 교섭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우
려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로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얻기가 어렵다.
즉 사용자가 생산량 변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기 위해
산별교섭에서 이탈하여 기업별교섭을 채택하더라도 그 기업의 근로자와 노동
조합이 수용하지 못하면 유연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 도리어 산별교섭에서 국
가수준의 교섭으로 중앙집중성을 높이면서 노사정이 사회적으로 고용조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개별 사용자의 고용유연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 따라
서 분권적인 교섭은 유연하며 중앙집중적인 교섭은 경직적이라는 가정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9).
9) Ebbinghaus & Kittel(2005)는 유럽식 경직성 그리고 미국식 유연성이라는 단순 논리를
강력히 비판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1971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 동안 진행되었
던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교섭 방식을 기록하여 교섭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별 교섭

128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2호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앙집중/분권 교섭을 경직/유연 교섭과 동일시하기보다
유연/경직 교섭을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다루었다. 즉 어느 수준에서 교섭이
발생하였는지 보다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이 교섭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근거로
유연/경직 교섭을 구분하였다.

3. 조정된 교섭
조정은 분리해서 진행되는 협상에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성과를 달성하
기 위한 각종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isson & Margison, 2002). 이때 조정은
노사 내부와 노사간에 발생될 수 있다, 먼저 노동조합 측의 조정은 개별 교섭이
야기할 사회적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한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운동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된다. 따라서 조정된 분권화는 분
권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측의 조정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이나 산업 수준의 사용자
단체, 그리고 개별 사용자 사이에 교섭의 성과 및 과정을 두고 발생한다. 영국
의 경우 사용자가 조직의 지속적 변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
업 내지 타 산업으로부터 노사관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
적으로 나타난다(Sisson & Margison, 2000).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조정은 보다 직접적이다. 금속산업 8개사 간담회는 춘투에 앞서 열려 일
본 사용자 전체에게 해당 연도의 노사관계와 임금인상에 대한 비공식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Sako, 1997). 한편, 노사간의 조정은 정부의 개입을 매개로 이
구조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교섭구조 경직성/유연성 논리－즉, 중앙집중적 교섭
은 노동시장 운영에 제도적 경직성과 다양한 규제를 제공하여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하지 못하는 반면 분권적 교섭은 기업이나 지역 사정에 맞게 경제 변화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하게 한다－ 를 양적 분석을 통해 비판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중앙집중적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권적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 더 나은 임금억제나 고용증가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교섭
구조 경직성/유연성 논리에 따르면 유연한 교섭의 결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럽의 중앙집
권적 교섭구조가 미국의 분권적 교섭구조보다 더 유연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
리고 두 연구자는 유럽의 노사정이 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교섭방식을 변화
시켰음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중앙집권적 교섭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유연한 교섭이 가지
는 성과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교섭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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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서구에서 정부는 교섭 관련한 법률 제정, 임금률 일반화 기제 개발,
그리고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협력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교섭에 영향
을 미친다(Korczynski, 1997). 일본의 경우 정부는 사용자 중앙조직인 일경련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면서 노사와 사회적 대화를 수행한다. 일경련은 비공식적
인 노사간 대화를 진행하여 임금인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금속산업 8개사 간
담회를 근거로 전체 사용자에 대해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가 경
제 수준의 임금 조정을 주도한다(Soskice, 1990; Sako, 1997).
조정된 교섭의 유형은 대체로 5가지로 나뉘어진다(Traxler et. al., 2001). 패
턴교섭(유형교섭), 산업내부 조정교섭, 산업간 조정교섭, 국가 후원 조정교섭,
그리고 국가 주도 조정교섭이 그들이다. Ebbinghaus & Kittel(2005)은 이를 단
순화하여 비조정된 교섭(노사 어느 누구도 초기업 수준에서 조정 활동에 개입
하지 않음), 노사 양자교섭(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 그리고
국가개입 교섭(국가가 임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
나 국가개입 교섭을 다시 국가의 임금인상 일방결정 방식과 노사정 삼자조정
방식으로 나누고 노사 양자교섭을 노사 중앙조직에 의한 임금결정 방식과 노사
중앙조직의 산하 조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방식, 그리고 패턴교섭 방식으
로 나누어 결국 동일한 유형화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된 교섭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예로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유연성 제고나 분권화 경향성 강화가 노
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이를 개
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Katz, 1993). 조정
교섭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한 Traxler(2001)도 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다만 그는 조정된 교섭을 특정한 형태로 교섭
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제도적 틀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노사정간 상호의존성이 조정된 교섭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상
호의존성은 교섭구조 분석에서 간과된 개념으로 교섭에 참가하는 주체들이 그
들의 결정과 행동에 있어 서로를 고려해야 하는 정도를 뜻한다(Thomas, 1957).
상호의존성은 교섭을 통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재를 생산하도
록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은 내부의 권력 균형․균열․이동을 경험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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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 전략적 연대를 형성한다. 한편, 교섭에서 개별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에 공
동전선을 형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의 전략적 강점과 약점, 전술적 선택들, 정책
선호도 등에도 민감하다. 교섭 테이블에는 참여 기업 사이에서 더 매력적인 협
상 조건과 수용 가능한 협약안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실제
사측의 교섭 의제는 내부 권력 관계와 이를 둘러싼 전략적 선택들을 반영한다
(Poulsen, 2006). 즉 주도적 사용자 그룹은 권력을 시장 지위로부터 얻기도 하
지만 노조와의 선택적 협력관계를 통해 증대시키기도 하며 사용자집단 전체의
공동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규칙을 성문화시킨다.
그런데 노사간 상호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민경제의 해외경제에 대한 의존
성과 관련한 Katzenstein(1985)의 주장은 눈여겨볼 만하다. 즉 의존성이 높을수
록 노사정은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어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
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노사 당사자간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 논의
에 따르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노사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는 1980년대 이후 나타나는 조정교섭의 활성화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유연교섭과 조정교섭 간 관계
교섭구조가 얼마나 유연하고 조정된 모습을 지니는가는 한 측면만을 따져서
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두 측면을 연결하는 조직적․제도적 요건이나 기제
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측면에 동시에 개입하고
있는 존재인 노사정 사회 주체의 역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노사정 주체는
한편에서는 서로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전략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다른 한편에
서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존의 조직적․제도적 조건에 얽매이기보다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Ebbinghaus & Kittel(2005)의 연구에서도 반증된다. 그들은
OECD 국가에서 나타난 교섭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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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체들의 선택 때문이었으며 이들의 선택이 조정교섭을 형성시켰다는 점을
밝혔다. Traxler et. al.(2008) 역시 위 논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가속화된 산별 수준의 노사단체들 사이의 합병으로
인해 중앙조직의 권위가 위협당하였으나 노사는 국가 수준의 교섭구조를 유지
하는 대신 중층화된 패턴교섭을 조정기제로 활용하여 중앙집중적 교섭이 해체
되는 것을 도리어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임금인상 결과라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이루
어졌는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경제 전체 혹은 산업 전반
에 나타나는 임금인상은 조정된 교섭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업간 임금
격차의 유지나 확대는 유연한 교섭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타당성은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교섭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Rowthorn
(1992)과 Traxler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대표
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인상률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산업
간 임금 차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춘투
에 의해 전체 임금인상은 억제되었지만 산업간 및 기업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
로 유지된다(Nakamura, 2007).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기
는 어렵다. 즉 일본과 오스트리아와 같이 수출 부문의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패턴교섭에 의한 임금조정은 수출 부문의 임금인상
차별성을 허용하지만 여타 다른 나라의 임금조정은 경제 전반에 걸친 임금형평
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이 임금인상만을 통해 그 교섭이 유연하고 조정된 것인가를 판단
하기는 제한적이다. 유연한 교섭과 조정된 교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의 특수한 맥락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이외의 다른 의제를 추가하
여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노사 혹은 노사정 사이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공공재 생산이 합의되는지 여부는 조정된 교섭을 판단하
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직업훈련과 같이 개별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역량으로는 생산하기 어려운 공공재와 관련한 노사(정)간 합의는 조정된 교섭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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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섭구조 유형화와 해외 사례 적용

1. 유연과 조정 기준 교섭구조 유형화
각국의 교섭구조는 유연과 경직 그리고 조정과 비조정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
하여 [그림 1]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즉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 유
연하지만 비조정된 교섭, 경직되었지만 조정된 교섭, 경직되고 비조정된 교섭
이라는 4가지 교섭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화는 세계화의 진전 속에 나타나는 선진국 노사관계 변화와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진다. 즉 한 측면에서 세계화는 노사정으로 하여금 교섭에 끊임
없이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것을 요구(유연화)하는 반면, 노사정 사이
의 서로 다른 이해를 상호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유형화가 의미 있는 분석틀이 되기 위해서는 교섭구조의 두 측면을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유연/경직 측면은 유연화 논의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교
섭구조의 유연성은 강화될 것이다. 이에 반해 조정/비조정의 측면은 상호의존
성 논의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정간 필요한 공공재가 많아질수록, 즉
상호의존성이 강할수록, 조정교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Traxler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세계시장에서 경
[그림 1] 교섭구조 유형화
조정
조정 측면
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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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격화가 유연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초래하였고 노사정 경제 주체 사이
의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상황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분권화
가 유연성 제고 필요성을 수용한 결과이며 조정된 교섭은 상호의존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선진 14개국의 임금교섭구조를 유형화 기준에 따라 분석하
면서 선진국 교섭구조의 다양성이 얼마나 설명력 있게 서술될 수 있는지를 검
토하였다. 유연/경직 측면에서는 기업/작업장 수준 교섭의 존재와 중요성,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을 둘러싼 노조와 종업원대변기구(종업원평의회, 노사협의회)
의 경쟁, 그리고 협약의 타 업종 확대적용 및 자동적 협약 확대적용 등을 고려
하여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이 교섭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한편, 조
정/비조정 측면에서는 초기업 수준의 공공재 생산10) 여부와 노사 주체 사이에
공유된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정파성의 존재 및 작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관
계 당사자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교섭에 반영되는지를 파악하였다.

2. 선진국 교섭구조 비교
선진 14개국의 임금교섭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산업-기업과 작업
장 등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선진국에서 산업 수준의 교섭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
우 국가 수준에서의 교섭이 가장 중요하며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 기업과 작업장 수준에서의 교섭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표 3>을 노사단
체 조직률(표 4 참조)과 비교하면 조직적 조건이 교섭구조를 결정한다는 논리
는 크게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즉 동일한 수준의 노사단체 조직률을
반영하여 동일한 유형에 속하게 된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임금교섭의 중요성은
개별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경총과 노총 간 임금
10) 아래 글에서는 임금교섭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5가지 방식의 임금조정이 나
타난다. 이 조정을 통해 사회협약과 같은 공공재가 명목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경제
성장이나 고용안정화와 연계된 표준임금인상률과 같이 공공재가 암묵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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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반면,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교섭은 매우
약하게 존재하고 있다. 가장 상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들 국가에서도 노사
관계 당사자는 교섭구조의 유연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핀란드와 벨기
에의 경우 산업 수준에서 개별 산업의 다양한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노사간
교섭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와 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교섭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아일랜드의 경우 산업 수준의 교섭
없이 국가 수준의 교섭이 임금을 결정하며 이 결과가 기업에 적용되는지 여부
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직된 교섭에 반하여 영국이나
미국계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과 임금격차를 두어 국가 수준 교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Kirby, 2002).
<표 3> 수준별 임금교섭 중요성
유형 및 국가

국가수준

산업수준

기업/작업장 수준

노르딕
핀란드

가장중요․지배적

중요․보완적

약하게 존재

덴마크

약하게 존재

가장중요․지배적

중요․보완적

가장중요․지배적

약하게 존재

스웨덴
라인란드

약하게 존재

아일랜드

가장중요․지배적

벨기에

가장중요․지배적

중요․보완적

약하게 존재

네덜란드

약하게 존재

가장중요․지배적

중요․보완적

독일

가장중요․지배적

약하게 존재

오스트리아

가장중요․지배적

약하게 존재

가장중요․지배적

중요․보완적

중요․보완적

중요․보완적

약하게 존재

가장중요․지배적

라틴
이탈리아
스페인

약하게 존재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

가장중요․지배적

미국

가장중요․지배적

일본

가장중요․지배적

자료 : EU(2004); OEC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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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기업이나 작업장 수
준에서 임금교섭을 허용하여 유연교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업 수준에서의 교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도 기업 수준
에서 개별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임금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산별교섭에서 open clause를 두어 기업 수준에서 종업원평의회를
통해 노동시간의 조정(오스트리아)이나 성과급과 관련하여 제한적 비율에 한해
임금조정(독일)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산별교섭이 진행되면서 유연성이 제약
되고 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종업원대변조직
이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산별노동조합과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은 산별교섭이
기업이나 작업장 수준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교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유연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슷한 정도의 협약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
랑스는 삼국과 달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반면에 협약적용률은 극단적으로
높다. 이는 프랑스의 교섭이 유연하기보다는 경직적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국가 전체에서 다양하게 수행되는 임금교섭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선진 14개국의 경우, 소수 나라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교섭은 가시적인 방식을 따르거나 암시적인 방식
에 의해 조정된다.
극단적인 분권화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 수준이나 산업 수준에서 임금교섭이 조정되지 않는다11). 따라서 개별 기

11) 미국에서 조정교섭의 한 형태인 패턴교섭이 존재하나 최근 들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
이다(Katz and Kochan, 2004). 과거 미국자동차산업노조는 포드자동차, 제너럴모터스,
크라이슬러 가운데 한 기업을 타깃으로 선택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이
협약을 하나의 모델로 다른 자동차사에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깃 기업에서 체결한 협약은 자동차 산업의 타 기업에도 적용이
되며 타 제조업 노동조합은 이 협약을 모델로 자기 산업/업종에 교섭을 진행하여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패턴교섭의 독특한 점은 이 전체 과정이 노동조합 사이의 비
공식적이고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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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사업장별로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임금교섭은 타
기업이나 사업장과 연계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영국의 분권화된 교섭은 개
구리 널뛰기식(leap frogging) 임금상승을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다. 또한 노동자가 기업이나 작업장, 그리고 직종별로 나뉘어져 노동자 집단 사
이의 이해가 조정되기 어려우며 전체 노동자 집단의 이익보다 일부 집단 노동
자의 이익이 우선되어 노동자 집단 내부의 분배 정의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
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교섭이 파편적이었던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처 보수당 정부가 비우호적인 대노동조합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작업장 사이의 연대투쟁을 법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린 데도 그 이유가
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금교섭을 조정하는 기제가 존
재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영국과 같이 자유주의형 국가에
속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면서 노
르딕 국가의 경우처럼 가시적인 형태로 임금교섭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도 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중앙노사단체에 의해 임금협약이 체
결될 때 그 과정 전이나 후에 산업 수준의 노사가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중앙과
산업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중앙교섭이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임금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며 중앙의 노사는 보완적
인 조치로 정부에 여러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한다.
노르딕 국가의 경우 가시적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노르딕 국가에서도
가장 가시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국가 수준에서
중앙노사단체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아일랜드와 같이 정부에 정책적 보완을
요구한다. 대개의 경우 핀란드는 노사정이 함께 임금과 정책적 건의를 담은 사
회협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산별노사도 국가 수준의 중앙노사단체에
의해 잠정 합의된 임금 수준에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산별노사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사회협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사회협약이 체결
된 이후라 할지라도 중앙노사단체는 산별노사가 그 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
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이 사회협약에
체결된 사안과 타 산업과 일정 형평을 맞추도록 지도한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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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업 수준의 임금협약도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의 타 기업과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국가 수준에서 단체교섭 방식과 절차에 대해 중앙노사단체
가 합의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산별교섭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대체로 임금은 산별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기업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합의가 만들어지면 해당 지역
이나 산업의 타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부 주도
기업의 교섭 결과가 타 기업에서 준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수준의 유연
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데 덴마크 임금교섭 체계의 장점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임금교섭 조정은 핀란드나 덴마크와 달리 암묵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는 노동조합 내부의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즉 제조업
을 중심으로 한 노총이 산하 업종별 노조 사이에 발생한 임금과 관련한 의견을
조정한다. 이후 업종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게 되어 업
종 단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1980년대 이전 중앙노사단체가 임
금을 결정하였던 사례와 다른 점으로 중앙 협약보다 업종별 협약을 통해 업종
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도리어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증
진하고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
다. 제조업 노총 산하 업종별 교섭은 타 노총 산하 교섭에 준거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 맡고 있는 패턴 결정 역할을 스웨덴의 경
우 제조업 업종교섭이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르딕 국가에 반해 라인란드나 라틴형 국가에서는 암묵적인 방식과 가시적
방식이 혼용된다. 먼저, 라인란드 국가는 대부분 가시적 조정이 암묵적 조정보
다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간은 패턴교섭을 통해
그리고 산업내 지역지부간에는 산별노조에 의해 조정된다(황기돈, 2001). 오스
트리아의 경우 임금교섭은 동시에 진행되며 이때 제조업종 교섭이 주요한 준거
틀을 제시한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달리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노사교
섭이 패턴을 결정한다. 벨기에의 경우 타 라인란드 국가들보다 임금교섭의 조
정이 명백하게 가시적이다. 국가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사단체는 해당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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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임금인상률 수준이 어떠하여야 하는
지 지침을 마련한다. 산업별 노사는 전체 임금인상률 지침을 근거로 각 업종에
맞는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 수준과 산별 수준의 교섭의
상호작용이 마련되기 때문에 기업별교섭이 벨기에의 경우 일부 경우에 한해 이
루어지며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라틴형 국가의 경우 암묵적 조정이 가시적 조정보다 우월하게 작동한다. 프
랑스의 경우 공공부문 기업과 국가 주요 산업에서 진행되는 교섭이 패턴결정자
역할을 하고 여타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 결과가 전체
로 확대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Traxler & Behrens, 2002).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조합 측에서는 제일 노총 내부의 산별노조 사이의 토론이 주요한 조정 역
할을 하며 사용자 측의 경우 주요 지역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사용자단체 사이
의 이해조정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지역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커서 노사간 협상을 주도하며, 협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지역 사용자들
로 하여금 합의를 지킬 것을 지도한다. 이들 단체는 조직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지역 협약을 준수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스페인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라틴형 국가에 비해 단체교섭이 다소
가시적으로 조정된다. 국가 수준의 중앙노사단체는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별노사단체에 임금교섭 근거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임금조
정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산별노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별 상황에 맞게
조정해 간다. 비록 산별교섭이 가장 중요한 임금결정 기제이나 개별적으로 진
행되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라인란드형 국가와 달리 라틴형 국가의 경우 조정된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조정된 교섭이 노사관계 당사자 사
이의 상호의존성, 즉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를 저해하는 요인이 라틴형 국가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틴형 국가에서는 많
은 수의 중앙노동조합 조직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나뉘어져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 중앙조직 가운데 제1노조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따라서
노사정 사이의 정보나 인식의 공유가 저해되고 상호의존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일본은 영국이나 미국과 유사하게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교섭이 가장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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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협약적용률이 낮지만 이들 삼국과 달리 조정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속산업 8개사 간담회는 춘투에 앞서 열려 일본 사용자 전
체에게 해당 연도의 노사관계와 임금인상에 대한 비공식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 일경련은 비공식적인 노사간 대화를 진행하여 임금인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금속산업 8개사 간담회를 근거로 전체 사용자에 대해 공식적인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면서 국가 경제 수준의 임금조정을 주도한다. 한편, 정부는 일경련
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면서 노사와 사회적 대화를 수행하여 조정을 촉진한다
(Soskice, 1990; Sako, 1997).
선진국의 교섭이 얼마나 유연화고 조정되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교섭적용
률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높은 교섭적용률은 대체로 유연/경직 측면에서
보면 교섭의 결과가 개별 기업이나 지역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 기
업군과 여러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섭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강하다.
그러나 조정/비조정 측면에서 보면 높은 교섭적용률은 노사나 혹은 노사정이
집단 내부의 이해 차이나 집단간 이해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표준화된 규칙
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정교섭을 시사한다. 이는 단체협약 확장
기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스스로 해당 산업이나 지역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존중하여 그대로 따르는 경우를 고려할 경우를 가정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자발성에 의하지 않고 법적 규정에 의거 정
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또는 노사 가운데 일방의 요청에 대해 자동적으로 협약
을 확대 적용하였을 경우 조정/비조정 측면의 조정보다는 유연/경직 측면의 경
직성이 강화된다.
다음의 <표 4>에서와 같이 선진 14개 국가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10%에서
9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
들에서 협약적용률은 50% 이상을 넘는다. 일본은 노동조합 조직률보다도 낮은
협약적용률을 보이고 있어 예외적 사례로 치부될 수 있다.
먼저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노르딕 국가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을 바탕으로 80% 이상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강
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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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사 조직률 및 협약적용률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노르딕
핀란드

사용자

노조

협약

덴마크

사용자

노조

협약

스웨덴

사용자

노조

협약

사용자

협약

라인란드
아일랜드

노조

벨기에

사용자
1)
․협약
노조

네덜란드

노조

독일

노조

오스트리아

사용자 협약
사용자․
협약
사용자․
협약

노조

라틴
이탈리아

노조

스페인
프랑스

사용자 협약

노조

사용자 협약

노조

사용자

협약

자유주의
영국

노조

미국

노조․
협약

일본

협약

사용자․
협약

노조

주 : 1) 민간부문.
자료 : Traxler, F & M. Behrens(2002); OECD(2004).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단체협약 확장 기제에서도 나타나는데 핀란드의 경우를
제외하면 덴마크나 스웨덴은 법적으로도 노사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에서도 확
장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핀란드의 경우만 노사협약의 대상이 특정 산업
의 과반수에 적용될 경우 정부가 자동으로 전체에 대하여 협약을 확장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확장 기제의 자발성 여부를 고려할 때 이들 노르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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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조정의 정도는 높지만 덴마크나 스웨덴은 핀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르딕 국가의 경우와 정반대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가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
은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이다. 자유주의 국가도 노르딕 국가처럼 법적으로나
노사교섭으로 단체협약을 확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노르딕
국가의 협약적용률이 사용자 조직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자유주의
국가의 협약적용률은 사용자 조직률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
가의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서 자신의 사업장을 벗어나 확대적용
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사용자 조직률과 노조
조직률이 낮고 단체협약 확장 기제가 없다는 점은 노사의 조정력 부족을 야기
한다.
노르딕 국가나 자유주의 국가와 달리 정부나 노동행정기관이 협약확장 결정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라인란드와 라틴
형 국가에서 협약적용률은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은 정부가 단체협약이
50% 이상 노동자에게 해당될 경우 확장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노사 단독 혹
은 공동으로 정부에게 확장을 요청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 확정
적용을 결정하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노사가 단독 혹은 공동 요청할 경우 연방
중재위원회에서 확장을 명령할 수 있다. 네덜란드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노사 단독 혹은 공동 요청할 경우 노동재단의 자문을 거치고, 단체협약이 55%
이상 노동자에게 해당될 경우 정부는 전 산업으로 확장을 결정하게 된다.
라틴형인 프랑스는 특정 업종의 노사 중 개별 혹은 공동으로 자신의 교섭 결
과의 확대를 국가단체 교섭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정부는 독자적 판단에 의해
그 결과를 전 산업에 확장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개별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
약이라 할지라도 타 지역과 업종/산업에 확장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자동
확장의 절차가 다소 단순하여 노사 당사자 한 측이라도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
여 협약을 체결하면 자동 확장되며 협약이 없을 경우라도 노사가 개별 혹은 공
동 요청할 경우 정부는 외부 협약을 그 사업장과 업종에 확장할 수 있다.
그런데 라틴형 국가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나 사용자 조직률에 비해 훨씬 높
은 협약적용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개입에 의해 교섭의 결과가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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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 국가별 유형화
조정

덴마크, 일본,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미국

스페인

유연

경직

조정 측면
비조정

유연 측면

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노조 조직률과 대조적으로 가장 높은 협약적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교섭이 중심적 역할을 차
지하여 유연교섭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체협약 적용률과
노조 조직률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섭 결과가 경직되게 적용되어 경직
성이 발생하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산별교섭이 주도적인데다가 교섭 결과가
경직되게 적용되어 교섭의 경직성이 뚜렷하다.
위 [그림 2]는 앞의 분석을 토대로 대표적인 국가를 예로 교섭구조 유형화를
시도한 것이다. 덴마크, 일본, 독일은 유연하면서도 조정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
는 데 반하여 스페인은 경직되고 비조정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 미국은 유연하지만 비조정된 파편적인 교섭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
고 핀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경직되어 있지만 조정된 교섭구조가 나타난다.
집단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면, 대체로 노르딕형 국가는 경직/조정 교섭구조,
라인란드형 국가와 일본은 유연/조정 교섭구조, 라틴형 국가는 경직/미조정 교
섭구조, 그리고 영미형 국가는 유연/미조정 교섭구조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
악된다. 그러나 노르딕형 국가 중 덴마크는 유연/조정 교섭구조, 라인란드형 국
가 중 아일랜드는 경직/조정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국가별 다양성이 더욱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위의 유형화 적용을 통해 두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조직적․제도적 조건이 유연조정교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로,
함께 높은 노조 조직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경직된 교섭구조를 보
인 반면 덴마크는 유연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조 조직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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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일본에 비해 조정되지 않은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함께 협약 확대적용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독일과 달리
스페인은 조정되지 않은 교섭구조를 보인다. 협약 확대적용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아일랜드는 같은 처지의 영국과 미국이 비조정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조정된 교섭구조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조정된 국가를 보면 세계시장에 노출된 부문에 의해 교섭이 주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이들 국가
의 노사정이 상호의존성 강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던 때문이다. 핀란드
와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안정 제도화가 더욱 요청되었기
때문에 노사정이 중앙 수준의 교섭을 보다 공식화하고 중앙의 리더십을 강화하
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교섭구조는 조직적․제도적 조
건이 아니라 노사정 주체가 환경변화에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구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틀의 타당성과 가능성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세 단계 연구 전략을 통해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산
별교섭이 등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산별교섭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될 수
있는 내부논리와 여건을 탐색하였다. 먼저,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 분석
을 통해 예전에는 동일시되었던 중앙집중/분권 교섭과 조정/비조정 교섭이 서
로 다른 것임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집중/분권 교섭 대신 유연
/경직 교섭의 유용성이 강조되었다. 그 이유로 중앙집중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
고 교섭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연/경직 측면의 내부
논리와 조정/비조정 측면의 내부논리를 파악하였다. 유연/경직 측면의 경우 노
사관계 당사자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섭에서 얼마나 기업과 작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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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 노사 주체가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자율
적 교섭을 보장할 경우 유연교섭이 이루어지며 초기업의 규율을 기업과 작업장
에 강제할 경우 경직된 교섭이 이루어진다. 조정/비조정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는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를 생산하여 기
업과 작업장 수준의 교섭을 지원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명시적이고 암
묵적인 교섭에 대한 개입은 조정교섭을 강화하지만 노사단체 내부의 정파적 갈
등은 조정교섭을 약화시킨다.
이 연구는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조정 측면을 통해 교섭구조를 유형화하
고 선진국에 적용하여 다양한 교섭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산별
교섭이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한 가운데에도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
진하였다. 대체로 노르딕형 국가는 경직/조정 교섭구조, 라인란드형 국가와 일
본은 유연/조정 교섭구조, 라틴형 국가는 경직/비조정 교섭구조, 그리고 영미형
국가는 유연/비조정 교섭구조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노르딕
형 국가 중 덴마크는 유연/조정 교섭구조, 라인란드형 국가 중 아일랜드는 경직
/조정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별 다양성이 더욱 명확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조 조직률이나 협약 확대적용 기제와
같은 조직적․제도적 조건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구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한다.
위와 같은 탐색적 연구 결과를 통해 서론에서 제기한 한국의 산별교섭 등장
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와 달리 산별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기업지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으
며 법적으로 협약 확대적용 기제가 미비한 한국에서도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구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조직적․제도적 전제조건의 확보를 통해서가 아
니라 바로 노사정간 전략적 상호의존성과 행정규제와 사회적 협의를 활용하여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면서 한국적 산별교섭이 구축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
록 할 경우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위 주장은 사용자단체 구성이나 지부에 대한 중앙본부의 규제력과 같은 제도
적 조건이 산별교섭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산별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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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지 않으며 더욱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을 뜻한다. 점진적인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해 산별교섭의 안정화를 꾀하여야
하지만 노사는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을 위해서 지부의 독자성을 허용하면서도
산별 수준에서 노사간 상호의존성을 공공재로 전환하는 전략적 선택을 지속하
여야 할 것이다.
한국적 유연조정교섭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도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초기업 수준에서 노사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지도하여 조정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로, 산별수
준의 노사가 기술 표준화와 대기업-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을 모색할 때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수준에서도 중소기업과 영세자
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사 공동 고용과 훈련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초기업 수준의 교섭을 통한 공공재 생산
과 유지에 적극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이익을 제고하고 반대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대기업의 노사는 공공재 생산과 유지에 부정적인 반면 중소기업의 노사는 적극
적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공공재 생산과 유지에 대한 지원을 달
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협약 확대적용 제도의 실용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
다. 현재 한국의 협약 확대적용 제도는 사문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라틴형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노조 조직률
이 극히 낮으면서 정파성이 높은 경우 협약 확대적용을 자동화할 경우 경직성
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노사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제고, 고용창출과 유지, 경제성장을 위한 메
커니즘 창출, 그리고 경제와 사회 상황에 대한 노사정간 이해 공유를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대화 기회를 제공하고 노사정간 상호신뢰 축적을 위한 공동 사업
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이해와 상호신뢰는 일차적으로 조정
된 교섭을 촉진할 것이며 간접적으로 유연한 교섭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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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an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Korea
Sang-Hoon Lim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Korea establishes a flexible
and coordinated collective bargaining. This paper takes three step
research strategy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bargaining is
not long enough to prove the possibility and present the source of its
sustainability Reviewing the changes in collective bargaining in 14
developed countries, the essay finds it more appropriate to distinguish
two dimensions such as flexibility/rigidity and coordination/uncoordination.
Then, the essay articulates the logics embeded in the two dimensions.
Investigating theoretical articles about bargaining structure, the paper
pinpoints that globalization urges social actors to represent enterprise/
workplace interests in bargaining process while they produce from
bargaining above enterprise/workplace level collective goods that individual
actors hardly make. Figuring out interdependence, the social actors take
strategic choice to build a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Lastly,
this research presents a typology and applies it to the bargaining
structures of 14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application, the research
confirms the possibility of a flexible and coordinated industrial bargaining
in Korea.
Keywords : 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flexible bargaining, coordinated
bargaining, strategic choice,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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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독일 복지국가 모델의 성공적 운영은 고용의 양과 질에 달려 있
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략 1970년대 중반까지 독일에서 고용과 실업
보험 및 고용과 연금보험 사이의 미시적 작동방식은 완전고용과 표준고용관
계를 근간으로 매우 촘촘하게 운영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과 고용형태 다양화는 독일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는
데, 이에 대한 독일의 정책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고용의 양을 희생하더라도
고용의 질과 소득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슈뢰더의
적록연정은 실업보험의 개편과 저임금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전
략으로 선회하였다. 고용의 질을 희생한 노동공급 확대전략을 “서비스 경제
의 트릴레마”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방향이 기존의 기독교 민주주의적 대응으
로부터 신자유주의적인 대응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연금개혁과 맞물리면서 고용과 실업보험 및 고용과 연금보험 사이의 작동방
식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실업급여의 소득연계성 약화, 불안정 고용형태에 대
한 복지의 공백 발생,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 연금 의존도의 강화 등 새롭
게 나타난 현상은 고용과 복지 간의 강력한 연계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변화를 사회정책 원리들간의 관계로 보면 자기책임성 원리가
강화되고 연대성 원리가 약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미시적 작동방식의 변
화는 독일 복지국가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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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나름대로 생산-노동-복지 간 상호작용의 메커니즘
을 발달시켜 왔다. 그 중에서 독일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Esping-Andersen,
1990) 및 ‘조정된 시장경제’(Hall & Soskice, 2001)의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이것은 독일이 복지 또는 자본주의 경제제도 측면에서 독특한 모델로서의 위상
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독일 모델’로 지칭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은
고용과 복지의 독특한 연계방식을 갖추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략 197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동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요는 ‘독일 모델’에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독일의 경제제도,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은 개혁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하였다
(Esping-Andersen, 1996; Cox, 2001). 그러나 2000년대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
립정부인 적록연정(rot-grüne Koalition, 1998~2005)은 과거와는 뚜렷이 구별되
는 사회정책 노선을 채택했다. 신중도(neue Mitte)를 내세운 슈뢰더 수상은
1999년 블레어와의 공동선언(Schröder-Blair Papier)에서 사회정책 개혁의 신호
탄을 쏘아 올린 후, 2000년대에 들어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이 규명하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복지
국가의 전성기(1949~70년대 중반)에 고용과 복지는 어떤 연관을 갖고 있었는
가? 둘째, 적록연정 시기 노동시장정책은 1980～90년대 ‘고용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셋째,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로 인해 독일 복지
국가의 작동에서 고용과 복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제Ⅱ장에서 복지국가 유형과 그 작동방식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제한 후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인 독일 복지국가
의 작동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 기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고용의 양
과 질이 독일 복지국가의 원활한 작동에 중차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주장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 복지국가의 기반에 변화가 나타난 1980～90년대에 노
동시장 정책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 제Ⅲ장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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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위원회(Hartz-Kommission) 보고서 발표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입법
화에서 드러난 노동시장 개혁의 내용을 실업보험제도의 개편과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개관할 것이다. 제Ⅳ장은 2000년대 노동시장 개혁을 1980～90년대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하면서 ‘서비스 경제의 트릴레마’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이
기독교 민주주의적 대응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 전환했음을 보일 것
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정책 개혁으로 인해 고용과 실업보험 및 고용과 연금보
험 사이의 미시적 작동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Ⅱ 독일 복지국가 체제와 작동방식

1. 복지국가 체제 성격론의 추상화 수준과 작동방식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유형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형론은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는 구성인자들을 다른 구성인자들과 구별해 내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유형론이 지적인 작업 가운데 그리 고급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Baldwin, 1996: 29) 이론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장
점 때문이다. 유형론은 분석의 간결성을 높이고, 운동의 논리와 인과관계를 확
인시켜 줄 수 있으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유형론은 미묘한 뉘앙스를 사상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본질적으로 정태적이어서
역사가 정지해 있는 한에서만 타당할 따름이다(Esping-Andersen, 1999: 73).2)
복지국가 유형론 또는 성격론이 미묘한 차이와 변동을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
는 것은 복지국가 체제 개념의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2) 복지국가 유형론 또는 성격론도 같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간의 미묘한 차이를 사상시키
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유형군에 속하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제도나 정
책 등 구체적인 모습들은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유형론으로는 한 국가 내에서의
변화도 포착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성격론이나 유형론은 숲을 보는 유용한 도구이지 나무
를 관찰하는 안목까지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복지국가 유형론을 일단 집대성하고 이후
논쟁에서 분기점을 이룬『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상세히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
고, 양자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을 수밖에 없다(Esping-Andersen 1990, p.2).

154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2호

크다. Esping-Andersen은『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복지국가 레짐’ 또는 ‘복지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현대 선진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방식에서뿐 아니
라 복지정책이 고용문제나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측면에
서도 일정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경제 간의 관
계 속에 복잡한 법률적․조직적 특징들이 체계적으로 얽혀져 있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고 밝히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2). ‘복지국가 레짐’ 개념은 복
지제도나 복지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 영역과의 관련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개념화로는 외연은 넓은 반면 내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
고 미묘한 차이와 미세한 변화를 그려내기 어렵다. 유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개념화가 요구된다. 즉 ‘복지국가 레짐’을 분해하
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레짐의 하위 레짐을 복지 레짐3), 노동시장
레짐, 노사관계 레짐으로 본다4). 이 수준의 레짐은 개별 제도와 정책의 총합으
로 구성되는데 이를 중범위 레짐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중범위 레짐은 다시
하위 레짐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복지 레짐은 사회보험 제도 및 정책, 공
공부조 제도 및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및 정책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
레짐은 고용관련 제도 및 정책, 임금관련 제도 및 정책으로 구성된다. 또한 노
사관계 레짐은 정책협의(국가 수준), 교섭구조(산별 혹은 사업장 수준), 노조의
의사결정 참여구조(사업장 수준)로 구성된다. 이 수준에서의 개념을 복지국가
의 미시 레짐이라고 할 것이다.

3) Esping-Andersen은『세 가지 세계』에 가해진 비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기반』에서 ‘복지 레짐’이라는 개념을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 사이에
복지의 생산이 배분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p.73). 이 논문에
서 복지 레짐은『사회적 기반』에서 말하는 복지레짐 개념이 아니라 복지국가 레짐의 하위
형태로서 좁은 의미의 복지 영역의 총합을 말한다.『세 가지 세계』와『사회적 기반』에서 복
지국가 레짐과 복지 레짐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Wincott(2001) 참조.
4) 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회경제 영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복잡한 기획이다.
거시경제 일반, 국제경제 등 경제적 측면과 인구구조, 계급구조 등 사회적 측면, 더 나아가
정당 체계와 같은 정치적 측면도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위 레짐 개념은 논
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또한 3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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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지국가 레짐 개념의 수준을 3단계로 설정할 경우 각 영역 간에는
일정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5) ‘복지국가 레짐’을 구성하는 중범위 레짐
및 미시 레짐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복지국가 레짐의 작동방식이라고
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레짐의 추상화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듯이 그 작
동방식 역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미시적인 단위간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 임금제도와 개별 사회보험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미시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영역간의 작동방식이 중범위 수준에서 총합된 노동
시장 레짐과 복지 레짐 간의 상호작용이 중범위 수준에서의 작동방식인 것이
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 작동방식의 집합이 ‘복지국가 레짐’ 수준에 상응하는
복지국가 레짐 전체의 작동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작동방식은
거시 작동방식, 중범위 작동방식, 미시 작동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6)

5) 최근 들어 신제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들은 “조정된 시장경제”와 “자유주
의 시장경제”를 구분하고 각 유형에서 이러한 영역 간의 “제도적 보완성”이 있음을 주장하
고 있다. 자본주의 유형과 사회정책 레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Estevez- Abe, Iversen &
Soskice, 2001), 노조․사용자․국가의 전략적 교섭과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Mares, 2001), 노사관계와 복지 레짐에 관한 연구(Crouch, 2001),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
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Sarfati & Bonoli, 2002) 등은 추상화 수준과 분석의 초점은 다
를지라도 이러한 영역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6) 이러한 하위 레짐간의 상호작용을 작동방식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면 세 가지 점에서 유용
하다. 첫째, 복지국가 레짐 유형별 차별성은 물론이고 동일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간의 차별
성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 거시수준의 복지국가 레짐 개념에 따른
유형화 또는 성격 규정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서 중범위 레짐과
미시 레짐, 그리고 그 작동방식이라는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 둘째, 복지국가 레짐 유형별
로 각 하위 레짐간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중요도를 비교함으로써 각 유형별 또는 동일 유형
내에서 국가별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영역간의 상호작용 양식의 조합은
형식 논리적으로는 “세 가지 복지 자본주의 세계”에서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복지 자본주의에서 그 각각의 하위 레짐간의 관계가 가지는 중요도는 상당히 다르다.
즉 어느 유형에서는 사회보험 레짐과 노동시장 레짐의 관계가 결정적인 중요도를 갖는 반
면 다른 유형에서는 노사관계 레짐과 복지 레짐의 관계가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셋째, 복지
국가 레짐과 작동방식의 개념 수준을 나누어 봄으로써 정태적인 유형론 또는 성격론을 동
태적인 변동론과 결합시킬 수 있다. 만일 스웨덴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보수주의적 복
지국가로 변화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가장 높은 추상화 수준에서 이루어진 테제인데, 이러한
수준에서의 변화는 매우 드물며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 그럼에도 스웨덴 복지국가가 변화하
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수준이 복지국가 레짐 전반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중범위 수
준의 변화인지 아니면 미시 수준의 변화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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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복지제도의 노동시장적 기반 : 고용의 양과 질
『세 가지 세계』에서 독일은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복지자본주의가 공유하는 특징으로는 ① 시장효율성과 자유
주의적 집착이 약하고, ② 사회권의 보장이 심각한 각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③ 지위 격차의 유지 및 보존을 원리로 하고, ④ 국가기구가 복지공급자로서
시장을 대체하는 조건에서 도입되며, ⑤ 따라서 민간보험과 기업 부가급여가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고, ⑥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며, ⑦ 사회보험은 일하지 않
는 가정주부들을 배제하고, ⑧ 주간보호(day care) 등 가족서비스는 미발달되며,
⑨ 보충성의 원리로 가족이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
가가 개입한다(Esping-Andersen 1990: 27). 한편 ① 보충성의 원리, ② 남성 소
득자 모델, ③ 조합주의적 갈등해결을 통한 계급투쟁 완화, ④ 직역별로 분화되
고 의무적인 사회보험, ⑤ 소득연계 이전소득을 통한 지위유지, ⑥ 남성소득자
모델의 지속 등이 특징으로 거론되기도 한다(Leibfried & Obinger, 2003: 200).
이렇게 열거된 특징들은 복지국가 레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
은 큰 그림을 구성하는 작은 그림들 중에서 복지 레짐과 노동시장 레짐과의 작
동방식에, 미시 레짐 수준에서는 고용과 연금보험 및 고용과 실업보험 간의 관
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전후 1970년대 중반까지 전통적인 독일 복지국가 모델에서 고용과 실업보험
및 고용과 연금보험 간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용과 실업보험 간
작동방식은 크게 고용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일은 사회보험 중심성이 매우 강한 복지국가 유형이기 때문에 고용의 양이
복지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분담금(Beiträge)에 따른 급
여라는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작동되는 독일 실업급여 시스템을 재정적으로 뒷
받침하는 핵심기제가 높은 고용수준이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까지 독일 노동
시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시장정책은 높은 소득대체율과
긴 수급기간을 가진 실업급여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구직활동이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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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70년대 중반까지 실업률
(단위 : %)

실업률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0.5

0.6

1.7

1.2

0.7

0.6

0.7

0.9

1.0

2.1

자료 : OECD(1987).

업훈련에 투자할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와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은 고숙련, 고생산성 노동력의 형성에 기여했다(Streeck, 1997: 43; Wood,
2001: 386).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다른 일자리로
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역할도 했다(정원호,
2004: 241).
고용의 질적인 측면과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일 복지제도가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표준고용관계(Normalarbeitsverhältnis)’7) 즉 기간에 정
함이 없는 전일제 고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Mohr, 2007: 135; Dombois,
1999: 14; 이상호, 2002: 425). 한 마디로 정규직의 높은 고용안정 수준을 기반
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인 것이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거의 일원화되어 있었
던 시기에 노동자가 표준고용관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 즉 고용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실업과 같은 위험에 대한 대비이기도 했던 것이다. 표준고용관계에 들
어간 노동자에게는 고숙련과 고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고임금이 가능했기 때문
에 이와 연동되어 높은 수준의 복지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둘째, 고용과 연금보험과의 관계를 보면, 고용과 실업보험과의 관계가 대체
로 적용된다. 즉 완전고용과 표준고용관계에 의한 임금소득이 은퇴 후 연금급
여의 기반이 되었다. 재정운영을 연금 수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퇴직자에게 후
세대의 안정적인 고용은 자신에게 안정적인 연금수급의 기초가 된다. 부과방식
(Umlageverfahren)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연금제도에서 ‘세대간 연대’는 이런
의미에서 현재 고용상태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고
7) 표준고용관계의 특징으로는 지속적인 전일제 고용,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규칙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 단체협약 적용 가능성 등이 지적된다(Bäcker et al., 2000, p.290).
Keller & Seifert는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분석적 차원에서 ① 전일제 노동으로서 이에 상
응하는 소득이 동반, ②사회보장 시스템에 편입, ③기간에 정함이 없음, ④ 노동관계와 고
용관계가 동일, ⑤사용자의 지시가 노동자를 구속함 등을 표준고용관계의 기준으로 본다
(Keller & Seifert, 2006,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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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고임금에 기반한 높은 소득대체율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
했던 것이다. 독일에서 사적 연금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만으로 충분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동방식에 근거한 독일 복지국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지탱했던 것은
고른 소득 분포였다. 소득불평등도는 개별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간
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소득연계 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실업급여 및 연금제
도에서는 실업 및 노후의 소득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여에 상응하는 급여
체계(Äquivalenzprinzip)에서 임금불평등도가 낮다면 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복지의 고용기반성이 매우 강한 제도설계에서 완전고용과 표준고용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독일 복지국가는 큰 결함 없이 운
영되었다. 전후 1970년대 중반까지 독일 경제는 실업률,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소득불평등도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 지표에서 A+ 점수를 받았다. 즉 독일 복
지국가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미시적 전제조건인 고용의 양과 질에서 나무랄
데 없는 성적표를 올린 것이다.8)
결국, 사회보험 중심적 복지모델에서 적어도 노동시장 레짐과 실업보험 및 연
금보험의 관계에서 복지국가의 작동을 떠받쳤던 것은 고용의 양과 질이었다. 완
전고용, 표준고용관계에 의한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성과 고른 소득분포를 특징
으로 하는 노동시장 레짐이 복지제도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안정적이고 장
기적인 완전고용과 정규직 고용형태 및 낮은 소득불평등도가 이루어져 있는 상
태에서는 국가의 사회정책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한에 머물러도 충분
했다. 실업급여가 높은 소득대체율과 긴 수급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기존의 소득이나 숙련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재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 정도면 충분했다. 연금제도 역시 비록 모든 시
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 아니라 직업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므로 시민의
8) Streeck은 이러한 성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품질경쟁 재화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
둘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술, 작업조직, 숙련형성, 경영뿐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확산 등이다. 셋째,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를 채울 정도로 노동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하면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노동력의 수급이 원활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treeck, 1997,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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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을 전제로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과는 다르지만(이상호, 2002), 고임금과 낮
은 소득불평등도에 힘입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3. 독일 복지국가 작동기반의 동요와 노동시장정책적 대응
1970년대 중반 내지 1980년대 이후 세계화 및 국제경쟁의 심화, 서비스업의
비중 증대 등 경제구조의 변화,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 EU 경제통합, 통일 등
독일 복지국가에 심각한 도전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의 작동 기반인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앞에서 말한 고용과 복지의 미시적
작동방식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73년까지 1% 내외에 머물던 실업률은
1970년대 후반에 3～4%대로 올라갔다가 1980～90대에는 8～9%로 치솟았다.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표준고용관계에 의한 정규직 고용 이외에 비
정규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고용형태는 파트타임(Teilzeitarbeit),
저임금 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befristete
Beschäftigung), 파견노동(Leiharbeit) 등으로 다양화되었다(Bäcker et al., 2000:
292～304). 그 중에서 파트타임, 유기계약 고용, 파견노동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통적인 독일 복지국가의 작동을 지탱했던 고용의 양과 질에 변화가 발생한
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우선 조기퇴직, 즉 노동력 감축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와 조기퇴직자에게는 각각 실업급여 및 연금 프로그램으로 대처했다. 1984년에
는 실업급여 수준을 종래 68%에서 63%로 낮추는 정책이 취해졌으나, 1927년
부터 1985년까지 12개월이었던 수급기간이 1987년에는 최장 32개월까지 늘어
났다(Manow & Seils, 2000b: 278～281).
<표 2> 1980～90년대 실업률 추이
(단위 : %)

실업률

1980
3.3

1982
6.7

자료 : OECD(1987, 2007).

1984
8.2

1986
6.6

1988
6.3

1990
4.8

1992
6.7

1994
8.5

1996
9.0

199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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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총 고용형태 중 비정규 고용형태의 비중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파트타임
14.0
14.3
15.0
15.9
16.3
16.6
17.7
18.5
19.5
19.8
20.8
21.4
22.4
22.8

유기계약 고용
6.4
6.7
6.3
6.8
6.8
6.9
7.4
7.7
8.3
8.0
8.0
7.5
7.8
8.1

파견노동

0.4
0.4
0.5
0.6
0.7
0.8
0.9
1.0
1.1
1.0
1.0
1.3

자료 : Keller & Seifert(2006), p.2369).

이러한 대응은 악순환 구조를 낳았다.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는 상
황에서 대량의 고용창출이 불가능해지자 노동공급 감축이라는 전략을 선택하
였고, 이는 남성에게는 실업급여 또는 연금수급 의존도를, 여성에게는 남성소
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 내에 남아있는 노동자에게
는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높아지고 고용창출은 어려워지게 되었다(Esping-Andersen, 1996: 80).
한편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점증하는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회적 보호의 확대 및 강화였다. 기간이 정해진 고용과 파견노동에 제한을 가
함과 아울러 가짜 자영업(Scheinselbstständigkeit)을 불법노동으로 간주하여 노
동보호를 확대하려고 했다.10)
9) 파트타이머는 저임금 고용을 일부분 포함한 수치다. 일부분이라 함은 저임금 노동자는 학
생, 연금수급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10) 가짜 자영업은 5가지 조건 중 3가지에 해당되면 불법노동으로 간주되었다. ①월 630마르
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②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위탁자의 주문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위탁자가 주문하는 작업이 그가
고용한 노동자도 할 수 있거나, 또는 하고 있는 경우, ④ 사업자로서의 전향적인 특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기업선전, 모집광고, 사업자 특유의 위험부담 등) ⑤ 위탁자로
부터 주문받아 수행하는 작업이 이전에 그 위탁자에게 고용되어 있었을 때 수행했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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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실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접근은 소득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Konle-Seidl et al., 2007: pp.6～7), 이 점에서 독일모델은 실업 상태를 방조하
거나 심지어 실업상태에 머물게 했다(Wood, 2001: 387). “독일 복지국가의 고
용위기”에 대한 “잘못된 적응(adjusting badly)” (Manow & Seils, 2000a, 2000b)
또는 “일자리 없는 복지국가(welfare state without work)”(Esping-Andersen,
1996)가 운위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다. 요약하자면 고용의 양과 질적
인 측면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적 변화에 대하여 8ㆍ90년대 독일 정부가 취한 정
책적 선택은 고용의 양을 희생하더라도 고용의 질 및 소득 유지에 초점을 맞추
고 있었던 것이다.11)

Ⅲ 2000년대 노동시장 개혁의 내용

1. 하르츠 보고서와 개혁입법
고용의 양을 희생한 고용의 질 및 소득 유지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
렵다. 이런 전략은 무엇보다 복지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1998년에 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의 슈뢰더는 녹색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노동시장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적록연정 시기 노동시장정
과 유사한 경우(장은숙, 2002, pp.27~28).
11) 물론 콜 정부는 비임금 노동비용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
를 시장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러나 콜 정부는 독일 복지국가의 근간
을 변화시킬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 특히 노동시장 탈규제 측면에서는 개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Leibfried & Obinger, 2003, p.209). 개혁노선은 종종 정지와 전진
(stop and go)을 반복했고,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대처와 메이저 미국의 레이건과 부시와
같은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실현되지 않았다(Boeckh et al., 2006, pp.135～137).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는 해고보호법의 완화(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변경함), 병가시 임금지급 수준 하향조정(최초 6주간 임금의 100% 지급에서 80% 지급)
등의 정책을 썼지만 곧 원상 회복되었다(장은숙, 2002, pp.23~24) 콜은 연속성이 변화만
큼 중요하고 그러므로 주요 정책목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물러서기까지 했다(Cox, 2001, p.490). 콜 정부에서 시행된 고용촉진법 개
정은 노동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포괄적인 개편은 현실화
되지 않았고, 단지 점진적인 적응과정에 불과했다(Blancke & Schmid, 2003,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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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개혁의 핵심은 하르츠위원회(Hartz-Kommission)의 개혁안과 이를 근간으로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동시장 개혁 입법이었다.12)
촉진과 요구(Fördern und Fordern), 즉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함과 아울
러 노동시장 참가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요구한다는 명제로 공식화되는 하르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입법 과정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공식 명칭이『노동시장에
서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법률(Gesetz für die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인 Hartz Ⅰ~Ⅳ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이하 SGB)에 편입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았다.13)
<표 4> 하르츠개혁안의 입법화
시행 일시

주요 내용

Hartz Ⅰ

▪ 인력서비스중개소(Personal-Service-Agentur, PSA) 설치
2003. 1. 1 ▪ 파견노동에 동등대우 원칙이 적용,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함

Hartz Ⅱ

2003. 1. 1

Hartz Ⅲ

2004. 1. 1 ▪ 연방고용청 조직 개편

Hartz Ⅳ

2005 .1. 1

▪ 저임금 일자리 지원확대
▪ 자영업(Ich AG) 지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ArbeitlosengeldⅠ)
▪ 실업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합(ArbeitlosengeldⅡ)

12) 하르츠위원회는 독일에서 실업 문제에 대한 조합주의적 해결책인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fähigkeit)”에서 노
사정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슈뢰더가 폴크스바겐사 인사담당 이사였던 하르츠를 중
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안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출범하였다. 하르츠위원회는 노동사무소의
직업알선 통계 조작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주로 노동행정에 관한 개혁에 초점을 두
었지만 논의 범위가 확대되어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도출했다.『노동시장에서
현대적 서비스(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하르츠
보고서는 총 13개의 혁신 모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 모듈 13개의 내용
은 ① JobCenter :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서비스, ② 가족친화적 직업알선, ③ 일자리의
적절성(Zumutbarkeit)과 자발성, ④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⑤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가교시스템, ⑥ 실업부조와 공적부조(Sozialhilfe)의 통합, ⑦ 기업의 고용실적
평가와 인센티브, ⑧ 개인서비스 대행사 설립, ⑨ 자영업 및 가족회사, 미니잡의 확대와
지원, ⑩ 연방노동청 운영 ⑪, 지방노동사무소를 능력개발센터(KompetenzCenter)로 개조,
⑫ 실업감축을 위한 재정조달, ⑬ 노동시장 행위자들의 참여 등이다(Hartz, 2002).
13) 입법 과정에서 대략 2/3 정도가 보고서의 내용대로 입법화되었고 1/3 정도는 입법화되지
않았다. 의회는 특히 해고율이 낮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제도는 받아들이
지 않았다(Kemmerling and Bruttel, 2006,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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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은 대체로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실업보험체계의 개편, 활성화
정책의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연방노동청을 연방고용중개소
(Bundesagentur für Arbeit)로 개편한다거나 JobCenter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노동행정 조직의 개편 및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업보험 개편 및 활
성화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실업보험의 개편
하르츠 개혁 이전 실업 관련 지원은 세 가지가 있었다. 먼저 실업급여
(Arbeitslosengeld)로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총임금의 3.25%를 실업보험 재정에
납부하였는데,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종 순임금의 60%(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67%)를 최장 3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수급기간은 구직자의
연령과 실업 전 고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다. 다음으로 실업부조
(Arbeitslosenhilfe)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자에게 최종 순소득의 53%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57%)를 지급하였데, 연방고용청이 일반회계 재정
으로 운영하고 자산조사적 성격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공적부조(Sozialhilfe)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지 못하는 자(고
용경력과 무관)를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따라 조세에 기반하여 수급기간에 제한
없이 지급되었다.
Hartz Ⅳ에서 실업급여의 변화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었다. 첫째는
빈곤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과거 생활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서 종
전에 공적부조 적용 대상자에게는 변화가 미미하였지만, 종전 실업부조 대상자
에게는 급여 수준이 하락했다. 둘째는 실업을 낮추고 조세부담과 비임금 노동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었다(Konle-Seidl et al., 2007: 11).
Hartz 개혁에서는 실업급여를 실업급여Ⅰ과 실업급여 Ⅱ로 나누었다. 실업급
여Ⅰ은 종래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급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
개월(55세 이상은 18개월)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SGB Ⅲ 제127조).
실업급여Ⅰ 수급자에게는 고용중개소의 직업알선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일자리의 적절성(Zumutbarkeit) 규정이 강화되어 소개되는 일자리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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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약시켰다(SGB Ⅲ 제121조)14). 실업급여Ⅰ 수급자가 제공되는 적절한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급여수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다(SGB Ⅲ 제144조).
실업급여Ⅱ는 종래 실업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합한 것인데 실업급여Ⅰ의 수급
기간이 종료된 자에게 종래 공적부조 수준으로 고정하여 조세에서 충당되는 재
원으로 수급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된다. 수급액이 과거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점
이 특징적인데, 과거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수급액의 하락을 초래한다.15) 장기실
업자의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Ⅱ는 근로능력(Erwerbsfähigkeit)과 보호
필요성(Hilfebedürfigkeit)을 따진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으면 근로능
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소득원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SGB Ⅱ 제
8~9조). 적절한 일자리의 개념도 구체화되어 제시되는 일자리가 본인의 자격
면에서 전직 일자리보다 못하다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거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자리의 사유가 될 수 없다(SGB Ⅱ 제10조). 이와 같이
규정된 적절한 일자리나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30%를 감하도록
규정하였다(SGB Ⅱ 제31조). 한편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기존의 공적 부조
에 해당하는 사회수당을 지급한다.

3. 활성화 정책 :고용의 질을 희생하는 노동공급 확대전략
실업보험에 대한 개편도 활성화(activation)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활성화 정책은 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자영업(Ich-AG)에 대한 창업지
원금 지급과 같은 조치들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과거 노동시장정책과 구별되
14) Zumutbarkeit는 “제공되는 일자리가 내키는 정도”의 의미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입장에
서는 수용가능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수급자의 주관적 감정만
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도 포함하기 때문에 수용가능성보다는 일자리의 적
절성으로 표현했다. 핵심적인 문제인 그 기준은 시기마다 변화해 왔는데, 하르츠 개혁에서
는 일자리가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적, 단협상의 규정이나 노동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근로시간에 비해 출퇴근 거리가 지나치
게 긴 경우 등을 적절하지 않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다.
15) 실업급여 Ⅱ 수급액은 서독에서는 345유로, 동독에서는 331유로로 설정되었다. 다른 부조
와 합쳐 최초 12개월 동안 최대 505유로인데, 서독의 수급 대상자 중에서 40%는 과거
실업부조 수급액보다는 높은 액수를, 60%는 낮은 액수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Boeckh et al., 2006,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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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뚜렷한 특징은 소위 Mini-Jobs와 Midi-Jobs로 표현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활
성화시키는 것이다. 월 400유로 이하의 일자리(Mini-Jobs)에 대해서 노동자에
게는 조세 및 사회분담금이 면제되었고, 사용자에게는 조세 및 사회분담금을
25%로 한정시켰다. 월 400유로 초과 800유로까지의 일자리(Midi-Jobs)에 대하
여는 노동자는 4%에서 최고 21%까지 사회분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한편, 파견노동 등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직업소개도 강화되었다. 인력서
비스 중개소를 통한 파견노동의 확대 역시 고용의 질 유지 전략으로부터 이탈
하는 정책적 설계인 것이다. 특히 인력서비스 중개소가 실업감축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듯이(Hartz, 2002: 148)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규 노동
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소득 유지 및 고용의 질을 희생하더라도 노동공급을 확대하려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16).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낮추고, 직업알선을 받아
들여야 하며, 창업 및 저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등의 조
치는 실업보험에 의존하여 소득을 유지함과 아울러 비정규 노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려는 정책과는 구별된다.

Ⅳ. 복지국가 작동방식의 미시적 변화

1. 노동시장정책의 성격 변화
제Ⅲ장에서 서술한 노동시장정책을 Iversen & Wren이 제시한 ‘서비스 경제
의 트릴레마’의 관점에서 1980～90년대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해 보면 정책노선
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들에 의하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
으로 전환한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재정안정화, 소득평등, 고용증대라는 세 마
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고 어느 한 마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 영미 자유주
16) 고용의 양과 질 사이에는 반드시 상쇄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냐의 문제는 논쟁적인 주
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EspingAndersen, 1999).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누고자 했던 독일 자동차산업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상쇄관계에 대한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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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은 소득평등을 포기하고 건전재정과 고용증대를 추구하고, 북유럽의 사
민주의 모형은 건전재정보다는 소득평등과 고용증대를 추구하며, 기독교 민주
주의 모델에서는 건전재정과 소득평등에 대한 강조로 고용이 희생되는 방식으
로 서비스 경제의 트릴레마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는 고용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
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키는 방향을 선택한다. 이런 국가들은 노동시장
의 유연화를 통해 민간부문 고용을 증대시킨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저임금을
가능케 하는데, 이로 인해 민간 서비스업과 소규모 단순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기독교 민주주의 모형에서는 시장 불평등 제거와 여성의 가정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남성가장 중심의 안정적 고용과 복지제도가 유지된다. 노동시장
의 경직성과 사회보험을 통한 고수준의 사회복지는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만들
어 고용문제를 악화시킨다. 한편,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
하고 관대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을 억제한다. 이 전
략은 건전재정과 소득불평등을 유지하게 되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균
형실업률이 증가하고 장기실업의 문제를 낳는다(Iversen & Wren, 1998).
1980～90년대 독일이 노동시장 문제에 대처한 방식은 노동력 감축이었다.
노동력 감축은 조기퇴직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났다. 이
런 전략은 기독교 민주주의적 대응방식에 해당한다. 콜 정부가 독일 사회경제
에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강화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무관하게 서
비스경제의 트릴레마에 대응했던 방식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2000년대 적록연정의 노동시장정책은 신자유주의적 대응이었다. 자영업 창업
지원,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지원, 파견노동 활성화 등은 저임금 서비스업 중심
의 민간부문 고용증대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단축은 복지제도의 후
퇴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일자리 거부에 대한 행
정적 제재까지 갖추게 되었다.17)
17) Kemmerling & Bruttel은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정책에서 레짐 전환(regime shift)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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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정책 전환과 복지국가 작동방식의 변화
독일에서 노동시장정책은 1980～90년대 기독교 민주주의 유형의 대응에서
200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 변화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 복지국가
의 큰 그림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독일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실업률과 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회예산을 들여다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
제Ⅱ장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전통적인 독일 복지국가의 작동을 떠받치는 기
둥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어들지 않
았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경향까지 보였다. 실업률 변화가 경제여건의 변화
에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독일이 여전히 고실업 상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고용의 양
과 복지의 작동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복지국가는 여전히 고실업의 고통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실업보험의 재정적자가 2006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Konle-Seidl et al., 2007: 41~42).
사회복지예산을 기준으로 독일 복지국가를 판단하더라도 큰 변화 없이 사회
보험 중심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회예산 중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
중이 1990년대와 2000년대 통틀어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을
니라 시스템 내의 정책 개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하르츠 개혁을 해석하는 기
준으로 정책학습, 경쟁적 배열전환, 경로의존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하르츠 개혁이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노동시장정책의 거버넌스가 건재
함을 들어 시스템 내의 개혁이라고 평가한다(Kemmerling & Bruttel, 2006). 그러나 이런
평가는 지나치게 경로의존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주의, 사회적
파트너의 존재,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운영 등에 초점을 둘 경우 정책 자체의 변화를 과
소평가하기 쉽다. 반면 Seeleib-Kaiser & Fleckenstein은 독일 노동시장정책은 1990년대
에 이미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하르츠 개혁에 의해 가속
화된 것으로 본다(Seeleib-Kaiser & Fleckenstein, 2007). 하르츠 개혁에서 나타난 정책전
환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유럽대륙 복지국가의 고용딜레마에 대한 미국적 해결책이었다.
독일을 포함한 대륙 복지국가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고 오히려 조세감면
목소리가 높아 북구형의 공공부문 고용확대 전략을 취할 수도 없고, ‘라인 모델’을 수호하
려는 노조와 정당의 존재와 높은 수준의 유보임금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민간 서비스 확
대전략을 취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 있다(Scharpf, 2001). 독일이 민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저임금 고용 확대전략을 채택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의 유효기간은 이제 만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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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혁 전후 실업률 변동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9.3

8.5

7.8

7.9

8.6

9.3

10.3

11.2

10.4

실업률

자료 : OECD(2007).

[그림 1] 사회복지예산 구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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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MAS(2007a), p.8, p.12.

구성하는 연금보험, 질병보험, 고용촉진(실업보험 포함) 모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을 들여다보면 사회정책 변화로 인
해 복지국가 작동방식이 주로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제도적으로는 복지의 고용연계성이 느슨해지면서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원리적으로는 연대성 원리가 약화되고 개인 책임성
원리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고용과 실업보험 간 작동방식에서 하르츠 Ⅳ의 실업보험 개편에 따라
수급자의 구성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개혁 이전인 2004년에는 실업자 중
에서 소득연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35%였던 것이 개혁 이후인 2005년
과 2006년에는 각각 29.4%와 25%로 떨어졌다. 반면 자산조사 성격인 공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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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업급여 수급자 구성의 변화

실업자수(명)

공적부조 및 실업급여 Ⅱ
수급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 실업자
수(명)

비율(%)

수(명)

비율(%)

2004

4,381,281

1,534,322

35.0

1,942,922

44.3

2005

4,860,880

1,427,060

29.4

2,769,872

56.9

2006

4,487,057

1,123,095

25.0

2,823,220

62.9

자료 : BA(2007), p.97.

<표 7> 비정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파트타임

저임금노동

유기노동

파견노동

실업보험

소득비례적용

×

12개월까지
가능

○

연금보험

원칙적으로
소득비례적용

비례적용

○

○

자료 : Keller & Seifert(2006), p.238.

조 및 실업급여 Ⅱ 수급자는 2004년에 44.3%였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6.9%, 62.9%로 높아졌다. 이는 전통적인 독일 복지국가의 특징 중 하나인 소
득유지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고용과 복지의 작동방식 가운데 수
급액과 수급자 과거 소득간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둘째, 고용과 실업보험 및 연금보험의 작동방식을 불안정 고용형태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 그 변화가 더 본질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1980～90년
대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용증대를 위해 고용의 질을
희생시키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양질의 고용과 복지의 작동에 균열이 확대되
었다. 불안정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실업보험과 연금보험만을 대상
으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불안정 고용형태 가운데 정규직과 비교해 볼 때 실업 및 고령에 대한 사회보
험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는 2004년 현재 전체 고용의 1.3%에 불과한 파견
노동뿐이다. 파트타이머의 경우 실업보험 및 연금보험 모두 제도 적용에서 전
일제 노동자와 다른 점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트타이머의 소득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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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안정성은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상태와 다른 형태
의 소득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Mohr, 2007: 138). 또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즉 표준고용관계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 수준이
낮아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Klammer & Leiber, 2006: 288).
기간이 정해진 고용형태의 경우에도 실업보험 및 연금보험 적용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회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실업급여나 연금 수령액이 계약기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실업상태가 될 위험이 높다(Mohr, 2007
141~142). 과연 중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Klammer & Leiber, 2006: 290).
가장 심각한 형태는 저임금 고용으로서 월 400유로 이하의 Mini-Jobs에게 실
업보험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며(SGB Ⅲ 제27조),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적용
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워낙 적어 그것만으로 노후보장이 될 수 없다(Klammer
& Leiber, 2006: 289; Mohr, 2007: 139). 2004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파
트타이머 중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Dietz & Walwei, 2006: 279), MiniJobs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2003년 초 260만 명에서 2005년 중반에는 67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Keller & Seifert, 2006: 236). 이 부류에 속한 노동자 역시
다른 경제활동 여부가 생활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고 전적으로 저임금 노동에만 종사하는 자의 숫자는 2006년 현재 485만 명
으로 전체 취업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BA, 2007: 55).
결국, 불안정 고용형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제도적으로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백이 생겨나고 있음
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도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상태,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 불안정 고용으로부터의 탈출 가능성 등이 생활을 결정
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표준고용관계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와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차이가 아닐 수 없고, 독일 복지국가에서 고용과 복지 간의 작동에
공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제Ⅱ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른 소득분포 역시 독일 복지국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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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중요한 요소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면 독일 복지국가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18). 노동시장 개혁 전후 소득분포는 <표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소득층의 비중이 저임금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2003년 이후
10%대로 높아졌다. 중위소득의 75%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는 자의 비
율은 34.1%에 이른다. 이 수치는 중위소득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소득
불안정으로 간주할 때 그 비율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대체로 10% 초반
대에 머물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6.9%에 달하게 되
었다는 연구 결과(Brehmer & Seifert, 2007: 20～21)와 대체로 일치한다.
저임금 일자리에 대하여 실업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공적
연금이 비례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은 연금수령액을 받는 계층의 수가 그
만큼 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득의 (불)평등이 연금의 (불)평등으로 직결되
는 것은 개혁 전후가 마찬가지이지만,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것은 연금 불평등
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개혁 전후 소득분포
1991

1994

1997

2000

2003

2004

2005

0.256

0.252

0.241

0.245

0.264

0.262

0.263

200% 이상

4.0

3.9

3.4

3.3

4.4

4.3

4.2

150~200%

8.2

8.3

7.6

8.9

8.1

7.8

8.4

125~150%
소득분포
100~125%
(%)
75~100%

10.9

9.6

10.1

10.9

9.6

9.9

10.1

17.1

18.0

18.3

15.1

17.6

16.9

16.7

25.0

27.4

28.8

30.3

25.7

26.7

26.3

50~75%

25.4

24.6

23.9

22.7

23.7

23.7

23.8

0~50%

9.3

8.3

7.9

8.8

10.8

10.6

10.3

지니계수

자료 : BMAS(2007b), p.609, p.611.
18) Giesecke & Groß는 나아가 하르츠 개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되고 구조가 변화된다
고 본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가 커짐과 아울러 특정 노동자집단 간 소득격차
의 확대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지위 약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Giesecke & Groß,
2005,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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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용과 연금의 작동방식은 연금제도 자체의 개혁과 맞물리면서 질적으
로 한층 더 변화하였다. 2000년대 적록연정 시기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
의 보험료율 및 연금수급액 조정과 사적연금 활성화 조치였다.19) 그럼으로써
고용과 공적연금의 관계가 헐거워졌다.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연금 부
문에서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의 비율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도록 하여, 장기
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낮아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연금수급액
의 과거 노동소득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이 100유로였
던 노동자가 은퇴할 경우 연금수급액이 2000년에는 70유로였다면 2030년에는
50유로로 떨어지는 셈이다. 이럴 경우 노동자는 노후대책 마련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전통적인 독일 복지국가 모델에서
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 동안 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고용과 공적연금의 연관은 더욱
약화되었다. 공적연금이 의무보험인 데 반해 사적연금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르
19) 독일의 노후 소득보장제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Schmähl, 2004). 적록연정 시기 연금제도 개혁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는데, 첫
째는 공적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액 조정이다. 총액임금 대비 19.1%였던 보험료율을 2030
년에 22%로, 2000년에 순임금 대비 69.5%였던 대체율이 2030년에는 64%로 낮아지도록
설계되었다. 2004년에 통과된 연금보험지속법(Rentenversicherungs-Nachhaltigkeitsgesetz)
은 지속성 요소를 도입하여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의 비율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조절되
도록 함으로써 2030년에는 임금대체율이 58.5%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치가 제시되었
다(Berner, 2006, p.502). 이 예측치가 현실화될 경우 1967년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60% 후반대 혹은 70% 초반대에 이르는 순임금 대비 대체율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둘째, 소위 리스터 연금이라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
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보조금 지급과 세금공제가 구체적인 지원형태였다. 리스터 연금
에 보조금이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부분만 납입하
면 된다. 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많게 된다(김원섭, 2007, p.174). 정부는
‘총연금급여수준(Gesamtversorgungsniveau)’이라는 개념으로 사적연금의 활성화 조치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공적연금의 수준이 하락하더라도 리스터연금을 합치면 표준 총급
여(Gesamtversorgung)는 통상적으로 여전히 7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준
연금 수준(Standardrentenniveau) 개념이 총연금 급여수준 개념으로 대체된 것이다(Berner,
2006, pp.506~507). 이러한 연금개혁에 대하여 Schmähl & Hinrichs는 연금정책의 패러
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Schmähl은 1957년과 1989년의 연금개혁에 이어 2001
년 연금개혁은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본다(Schmähl, 2004; Hinrich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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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저소득층이 늘어감에 따라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을 올릴 수 있는 노동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시장 저소득
층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모두 불평등을 온존시키거나 확대시키
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리스터 연금 가입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중저소득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소
득인 28,230유로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소득 30,000유로 이하인 가입자 비율이
72.6%에 이르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연간소득 10,000유로 이하인 가
입자의 비율이 28.9에 달하고 있다(김원섭, 2007: 181). 이런 현상은 중저소득
층의 가입 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일수록
공적연금 수급액 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보조금의 가입유인 효
과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설
계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금 유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현상은 독일 사회정책의 원리인 연대성(Solidarität), 자
기책임성(Eigenverantwortung, Selbstverantwortung), 보충성(Subsidarität) 간에
중점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연대성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존립근거가 됨과 동
시에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자기책임성은 복지국가의 작동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다. 보충성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사이
에 가교를 놓는다는 의미에서 연대성과 자기책임성 사이에 중개역할을 한다
(Butterwegge, 2005: 32～33). 보충성에 따라 자기책임성의 영역으로 규정되는
이외의 부분에서 사회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정책 범위 설정은 연대
성과 자기책임성의 조합에 달려 있다.20)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은 자기책임성의 강화와 연대성의 약화
로 요약할 수 있다. 구직자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은 그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으

20) 언뜻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연대성과 자기책임성은 원리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이다. 즉
연대성은 개별 구성원이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성립될 수 없고, 자기책임
성은 개별 구성원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연대
적 도움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대는 자기책임을 전제로 하고 자기책임성은
연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Lampert & Althammer, 2001, p.423).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지제도는 연대성과 자기책임성이 특수한 형태로 조합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며(Boeckh
외, 2006, pp.163~165),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편 논의는 양자를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
의 문제가 된다(Rothgang, 2006, p.212).

174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2호

며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초소득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SGB
Ⅱ 제1조). 앞에서 살펴본 노동시장 개혁 조치들은 이 규정이 단지 선언에 그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축소하고, ‘적절한’ 일자리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며,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늘이려
는 노동시장정책은 생활유지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크게 강화한 조치이다. 실업
1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Ⅰ에서 실업급여 Ⅱ로 전환할 때 수급액의 하락, 근로
능력 검증, 일자리 거부에 대한 수급액 삭감 등 장기실업자에 대한 조치는 자기
책임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입장에
서 볼 때 예전에는 도움이 기대되었던 자리에 압박의 염려가 들어서게 되는 것
이다(Aust et al., 2006: 188～189).
장기실업자에 대한 압박은 실업자 본인에 대한 조치로 그치지 않고 실업급여
ⅠㆍⅡ의 재원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와 고용중개소와의 금전적 관계를 규정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법전은 연방 고용중개소가 관할 지역에서 실업
급여Ⅰ에서 실업급여Ⅱ로 전환하게 되는 장기실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했다(SGB Ⅵ 제46조). 실업급여Ⅰ의 재정이 사회보험분담금에
서 조달되고 실업급여Ⅱ는 조세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치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재원이 분담금으로부터 조세로 전환될 때 정부가 고
용중개소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형’인 것이다(Butterwegge, 2005: 199). 이
규정으로 고용중개소는 실업급여Ⅰ이 종료되는 12개월 안에 저임금 일자리라
도 취업을 시켜야 하는 압박에 처하게 된다.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Ⅱ가 실업급여Ⅰ보다 연대성이 짙다고 할 때 이 조치는 연대성의 후
퇴를 의미한다.21) 한편, 연금정책 부문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액을 조정하고, 사
적연금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 역시 생활 영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
하는 것이다.

21) 어느 언론인은 “연대성 이념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까지 개탄했다. Gabriele Gillen,
Hartz Ⅵ, p.113, Butterwegge(2005), p.1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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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고용과 사회보험(실업보험과 연금보험)과의 작동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전통
적인 독일 복지국가 모델은 양자간 빈틈이 거의 없이 작동되었다. 완전고용과
표준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고용 레짐에 힘입어 실업이나 고령과 같은 사회
적 위험이 고용 그 자체에 의해 담보되었던 것이 독일 복지국가 모델에서 미시
적 작동방식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량실업의 발생과 비정규 고용형태
의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미시적 작동방식에 균열이 발생했다. 1980～90년대
정책적 대응의 기조는 주로 고용의 양을 희생하더라도 고용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하르츠 개혁은 그와는 반대로 고용의 질을 희생하더라도 고용의
양을 증대시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즉 고실업이 독일 복지국가에 안겨주는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보험의 개편으로 소득 유지보다는 자산조사적 기초소득 보장
성격이 강화되었다. 고용의 질을 희생한 노동공급 확대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불안정 고용형태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의 공백이 확대되었다. 제도적으로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길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열려 있지
만, 내용적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취업자의 14%
를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의 경우에 고용과 사회보험 간 촘촘한 연결망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불안정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생활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경
제활동상태나 소득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공백이 커져가고 있음
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은 연금 개혁과 맞물리면서 고용과 공적
연금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사적연금 의존도가 높아졌다.
2000년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고용과 실업보험 및 연금보험 간의 미시
적 작동방식은 1970년대 중반까지 독일 복지국가의 모습과는 달라졌다. 그렇지
만 이런 논의를 토대로 복지국가 레짐 전체의 작동방식이나 성격 변화까지 판
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복지국가의 성격은 제도나 정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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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몇몇 정책 영역에서 방향전환이 있었다고 해서 독일이 ‘보수주의적, 조합주
의적 복지국가’로부터 즉각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범위 레
짐 수준에서 노동시장 레짐, 복지 레짐, 노사관계 레짐 간의 작동방식을 살펴보
고 복지국가 레짐의 거시 수준에서 종합해야 비로소 독일 복지국가의 성격과
그 작동방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2)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고용과 복지의 작동방식의 변화로 독일 복지국
가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판단된
다. 이 때 각 레짐 수준과 그 작동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 제도나 정책의
도입 또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연금정책, 가족정
책 등 인접한 정책영역간의 상호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대
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면 연대성을 어떻게 복원하고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도 새로운 과제에 속할 것이다(Nullmei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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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ur Market Reforms and Changes in the Micro
Functioning of the German Welfare State
Gyu Sung Hwang
The traditional German welfare state depended heavily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for successful operation. Due to full
employment and the dominance of the regular employment form
(Normalarbeitsverhältnis) the micro functioning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surance, and that between employment and pension
insurance was almost without any major faults from 1949 until about
the

mid-1970's.

The

emergence

of

mass

unemployment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in the last two decades of 20th
century, however, has disturbed the employment-welfare nexus on which
the operation of the German welfare state had depended. The German
responses to these challenges in the 1980~90s were of a Christian
Democratic nature, in terms of "the trilemma of service economies". The
Kohl administration moved to maintain employment quality by securing
living standards through high replacement rates and long duration of
payment in unemployment benefits while sacrificing full employment.
The Red-Green Alliance led by Schröder, in contrast, made drastic
reforms in labour market policies.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s and
activation policies initiated by the Hartz Commission represented a
fundamental policy shift towards a neoliberal approach. Such policy
reorientation, coupled with pension reforms,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public

social

insurances,

including

the

loosening of earnings-related benefits in unemployment insurance, the
emergence of a welfare vacuum for the atypically employ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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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ening

of

public

pension

schem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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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strengthening of private pension schemes. All of these changes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decline

of

solidarity

in

German

social

policy

principles.

These

institutional changes and shifts in norms pose new challenges for the
German welfare state.
Keywords : Germany, welfare state, labour market policy, Hartz reform,
employment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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