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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유길상(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연구의 의의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 현행 노동환경의 변화는 과거 양적부분적
․
변화에서 질적구조적
․
변화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정책상 대응이 필요

나. 연구의 필요성
○ 노동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노동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시각 아래서 노동정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으
므로 거시적 시각에서 인력정책노사관계노동시장
․
․
정책 등 노동정책 전반을 연계
하는 대응전략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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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노동 환경의 현황 및 향후 10년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노동환경 변화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정책 전반의 전략적 기본 대응방안을 검토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되 기
존의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영역 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을 맺고 있어 향후
노동부가 추진하거나 연계해서 추진하여야 할 분야까지 포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

○ 기타 노동정책 비전수립과 관련된 검토과제 발굴

나. 연구방법

○ 노동분야 및 노동분야와 관련된 유사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원고작성을 의뢰하고 각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노동비전에 대하여 원고를 작성하여 이를 취합하는 형태로
연구보고서 작성1)

○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제들이 누락되기도 하였으나 2006년도 노동
부 핵심 연구과제로 노동정책 비전수립과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할 계
획이므로 금번 연구는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는 데 중점

1) 이하 본 장의 내용은 각 집필자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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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노동환경의 변화 전망

1. 세계화

□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체제 쇼핑”(regime shopping)의 시대로 진입(박준
식)

○ 세계화에 의한 무한경쟁의 심화로 고용체제와 노사관계시스템도 글로벌 기업에게
는 구매의 대상이 되는 시대로 본격 진입하면서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시스템도 국
제경쟁력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자본과 시장의 영향이 사회 전부문에 걸쳐 침투하면서 경쟁의 논리에 순응하지 못
하는 조직과 제도는 시장의 압력에 의해 소멸할 수밖에 없어 고용관행 및 노사관
계에도 지각변동이 전개될 것임.
○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찾아 투자하는 움직
임이 가속화 될 것이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한 국제적 압
력은 가중될 것임.

□ 양극화의 심화(박준식, 박준성, 이병훈)

○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계가 정착되면서 사회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도 지속
○ 그러나 단순히 격차해소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차별적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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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환경의 악화(박준식, 박준성, 황수경)

○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 단기주의, 주주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의 자동화, 상용고용의 최소화, 비정규직
고용 및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고용창출능력은 더
욱 둔화되고 실업도 증가 전망
○ 취업희망자들은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
용의 질도 저하되면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s) 창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현안이 될 전망
○ 잠재성장률이 4%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고용환경은 더욱 어려
워질 전망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이전과
외국인 투자의 감소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문제의 심화 우려

□ 기업내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화(박준성, 박준식, 어수봉)

○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관리에서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연
공 중심형 보수체계가 쇠퇴하고 직무성과급 중심형이 확산
○ 내부노동시장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내부노동시장형 인적자원관리방식이
쇠퇴하고, 외부노동시장으로부터의 우수 노동력 확보를 중시하는 외부노동시장형
인사관행 확산
○ 경쟁의 격화로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수량적 유연
성과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에 관심을 두는 단기적 실리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 전망

□ 고용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의 유동성 증대

○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가속화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무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자
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형태인 특수형태 취업자가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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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선택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박준성)
- 종속 노동자의 획일적 보호를 중심으로 했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근로

자의 다양화개별화
․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사업의 특성과 개별근로자의 의사를
감안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노동에 대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노동계약
법 또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 증대(어수봉, 이철수)

○ 전직이 빈번해지면서 노동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노동의 유연성을 관리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이병훈)

□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이효수)

○ 경쟁우위 확보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 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 불
균형(Skill mismatch)을 해소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ynamic and
Healthy Labor Market, DHLM) 구축 필요

○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하
고 질 높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정보
(Learning information)와 일자리정보(Job information)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시스템이 필요
- 정보비용과 노동이동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찰적 실업이 줄고 기업과 근로
자의 매칭이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원활한 노동이동
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면 그에 따른 비효율의 사회적 비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될 것임(황수경).

○ 양질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유효
경쟁체제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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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이승길)

○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회사의 강점 분야에 특화하는 레이어마스터(layer
master) 현상의 확대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는 경영전략 컨설팅, 광고 서비스, 인사관리, 급여관리, 재
산관리 등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함.
- 세계화 시대의 기업은 핵심업무에 경영자원을 집중하여 경쟁력 및 이윤을 높일
필요가 있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다국적 기업에서의 노사문제 증대(이병훈, 박준식, 박영범)

○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내진출 외국기업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의 노사문제가 더
욱 증대
○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컨설팅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TA,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의 확산에 따른 노사갈등 증대 우려(박준식, 이병훈)

○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퇴출산업의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
○ 경제특구 및 기업도시가 확대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의 이중적인 노동관계법의 적
용을 둘러싸고 노정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

□ 산업안전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경향의 확산(갈원모, 최재욱)

○ 세계화 및 무한경쟁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전략이 경쟁국에 비하여 얼마나 효
율적이고 유효적인가가 주요 과제로 대두
○ 이에 따라 중복적인 산업안전보건규제의 단일화 및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내
용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
통해 산업안전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경향에 대비
할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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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노동협력의 증대(박영범)

○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킬 수 있는 노동
외교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국제무역에서 직간접적인
․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될 것임.
○ 노동문제의 국제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간 노동분야 협력이 활발해지고 노동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 협력 및 지원, 벤치마킹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임.
○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개도국으로부터 고용안정, 교육훈련, 사회보험,
사회적 대화 등 노동분야의 지원 요구가 증가할 것임.

2. 지식정보화

□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경쟁력 시대에서 지식경쟁력 시대로 진입(조우현, 어
수봉)

○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적자원이 필수적
○ KSA(Knowledge, Skill, Attitude)가 균형을 이루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근로자 전원에게 대학수준의 교육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어수봉)
○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건축, 디자인,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전문
대학원 및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확대
○ 미래의 빈부격차는 인적자본의 격차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저숙련 빈곤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

□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박준식, 윤정열)

○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또는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산업화 시대
의 밀집노동에 기반하여 온 집단적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고용관계의
개별화가 현저하게 진행

- 9 -

○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
가가 증가하면서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

□ 로봇에 의한 육체노동 대체 본격화(어수봉)

○ 로봇에 의한 인간의 육체노동 대체 현상이 확산되면서 노동은 자동생산기술을 통
제하고 창조적인 활동 및 서비스 산업의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보다 인간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교육, 정보·통신, 문화, 공연, 스포츠, 레저, 음식,
숙박, 환경, 건강, 의료, 미용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
으로 전망

○ 노동전략적인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하면서 실업이 증
가되고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지속될 전망

□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로 인한 양극화 심화(황수경, 이병훈)

○ 노동과 기술, 노동과 자본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애프터서비스라는 소프트
웨어가 포함된 상품, 특정 상품과 결합된 서비스 등이 확대되면서 상품(제조업)과
서비스(서비스업)의 전통적인 구분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구분 대신 지식 노동과 非지식 노동의 구분이 보다 명료하게 부각될
것임.
○ 지식이 체화된 노동,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혁신능력 등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의 희소가치가 증가하여 숙련노동자와 단순
노동자, 지식노동자와 비지식노동자 간에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지식노동자의
공급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인력수급의 기능적 불일치가 확대된다면 그 격
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임.
○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노동자 집단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조직
화가 빈발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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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시체제(electronic surveillance)의 확산에 따른 노사갈등 대두(이병훈)

○ ICT 기술을 활용한 근로자에 대한 감시체제의 발달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발생 우려

□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일과 삶의 조화(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욕구증대

○ 생산성의 향상과 자동화된 공장의 확산 등으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의
감소는 긍극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뤄지고, 2020～2030년경이 되면 주30시
간 근로시간대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어수봉)

□ 집단적 노사관계의 쇠퇴와 노사관계 쟁점이 분배중심에서 노동의 인간화로 이동(어
수봉)

○ 지식근로자와 노동의 다양성 증대에 따라 대규모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쇠퇴
○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노동조직이 출현하고 노사관계의 쟁점이 전통적
인 임금 및 복지에서 근로조건의 인간화로 이동
○ 고용의 다양성에 대한 관리, 개별근로자에 대한 관리, 성과주의적 관리, 문화적 관
리 등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인사관리의 아웃소싱 확대
3. 저출산고령화
․
□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표출 우려(이병훈)

○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
이 증가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혜계층과 비용부담 계층 간의 세대간 갈
등이 본격화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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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추세 속에서의 조기퇴직의 확산(이병훈, 윤정열)

○ 임금 및 기능적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및 고용체제의 마련이 현안으로 대두

□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사관계 및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수요 증대(이병훈, 박영범)

○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

4. 탈산업화 및 서비스 경제화

□ 제조업 공동화 심화와 서비스 부문의 확대(이병훈)

○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및 고용지원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
○ 서비스 부문의 확산은 노사관계를 기존의 단체교섭 위주에서 개별적 노동보호와
제도개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

□ 새로운 노동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수요의 변화(최재욱)

○ 생명공학, 정보통신, 의학, 환경 등 신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서의 산업재해의
증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 스트레스, 뇌심혈관질환 등 신종 직업성 질병이 증가
할 것임.

5. 중국 및 북한 변수의 영향 증대

□ 중국 경제의 부침 모두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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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가속화로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우려

○ 중국 경제가 정치사회적인
․
이유로 침체국면에 직면할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쳐 고실업과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을 수
있음.

□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병훈)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관계가
․
안정적으로 진전될 경우 북한 저임 노동력을 활용
하는 생산기지의 이전이 활성화되어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실업발생 우
려
○ 남북한 간의 관계가 불안정해 질 경우에도 해외자본 이탈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와 구조조정의 우려
○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대비한 노동정책개발이 필요

Ⅲ. 부문별 정책과제

1. 노동시장정책 및 인적자원관리

□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제고(조우현, 황수경)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내부자)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직(외부자)으로 양분되어 있는 바, 외부자의 안정성을 높이고(지나친 유연성은 완
화) 내부자의 유연성을 높이는(동시에 과도한 안정성은 완화) 것이 동시에 요구됨.
○ 유연안전성을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 제
고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 임금 유연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의
동시 추구가 바람직

- 13 -

□ 국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이효수, 황수경)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Central Government Initiative)에서
지역차원

지역

거버넌스

주도(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와

파트너십

(Partnership)이 가능하도록 전환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을 육성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보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쟁체제
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설계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 시설 및 인력 증대와 같은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정보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전
달체계 효율화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노력을 배가하여 서비스의 내실화를 꾀
하는 것이 급선무
연계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류장수)
□ 지역단위에서의 고용학습
․
○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고용지원서비스 간의
유기적 연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체계 구축
○ 현재 지역단위에서 교육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

□ 인적자원개발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역파트너십의 구축(이호창)

○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인적자원개발 파트
너십 강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보뱅크 구축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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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학습 인프라 구축(조우현)

○ 세계화 시대의 경쟁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국제 경쟁이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
업 공급망 간의 경쟁으로서 대기업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고, 중
소기업의 성공도 대기업의 달려 있음.
○ 따라서 개별기업 차원의 학습 역량 제고도 중요하지만 기업간 협력을 통한 학습
역량 제고가 더욱 중요

□ 임금의 유연화와 교육훈련의 강화(이영면, 윤정열)

○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수혜 시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시장체
제의 구축을 위해 임금 유연화와 중고령자에
․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재취업 곤란의 주요 요인이므
로 중고령자의
․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

- 그러나 고용유연성은 노사간의 갈등과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축소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용유연성보다는 임금유연성에 노동유연화의 초점
을 맞춰야 할 것임.

□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한 노력 강화(이영면)

○ 보육지원과 모성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원활화

□ 교대조 확대 전환에 대한 지원 강화(조우현)

○ 교대조 확대 전환에 대한 지원 대상의 확대
- 현행 2교대 또는 3교대 기업이 3교대 또는 4교대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1조가 2조로, 격일제 근무가 3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교대제 전환관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새로운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2～3년간 지원하되 지원비용은 단계적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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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업 인증제 도입(조우현)

○ 개별기업의 학습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학습계정의 개발 및 이에 입각한 학습인증
제를 도입하여 평생학습체계를 유도
○ 공기업 부문에 시범적으로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산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이승길)

○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사용기업,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업, 취업자 간의 상
생의 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강구
- 기업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비지니스 지원 서
비스와 관련되는 정보의 수집제공
․
체계 구축 및 사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
와 기술의 명확화
- 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지지하는 포괄적 인재 육성 기반의 정비

2. 노사관계 및 노동법
□ 기업단위, 업종지역
․
등 사회적 단위, 국민경제단위의 3단계 파트너쉽 구축(이선)
○ 대립적소모적
․
노사관계 구도를 참여협력의
․
파트너쉽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 기업단위, 업종지역
등 사회적 단위, 국민경제단위의 3단계 파트너쉽 구축이
․

필요
구축(이선)
○ 국민경제단위의 참여협력체제의
․
-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기구이면서 아울러 사회적 합의기구이지
만 사회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국민경제 수준의 노사정 대화채널은 사회적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사회적 협의기
구는 대화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함.
- 사회적 협의기구의 중요한 기능이 대화문화를 정립하는데 있다는 점, 각계의 전
문성 부족이 사회적 협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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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구는 고도의 전문기구가 되어야 함.

○ 메조레벨(meso level)에서의 노사 파트너십의 제도화

각급 노사협의채널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도화
- 산업업종단위에서의
․
- 노사정위원회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업종별 협의제를 견인
- 산업업종단위의
․
대화채널과 아울러 지역단위의 대화채널 제도화

- 기업별 단체교섭이 주축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업종, 지역 등 메조레벨의 파
트너십 구축이 긴요

○ 작업장 참여와 작업조직의 혁신
- 지식·정보화시대의 작업조직은 생산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조직을 위해서 몰입하
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이어야 함.
- 작업장 참여는 노사 모두를 위하는 길이므로 작업장 참여를 토대로 작업조직을
혁신시켜가는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정책의 정책지표라 할 수 있음.
- 참여협력적 고성과조직의 확산이 향후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의 핵심이슈가
될 전망(정재훈)
□ 정부의 고용관계에 대한 정책 전환 : 유노조대기업에서
․
무노조중소기업으로
․
(이영
면)
○ 유노조대기업에
․
대해서는 노사자율원칙을 견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추구

○ 정부는 무노조중소기업
․
근로자와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보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활안정 정책 등에 역점

□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황수경)

○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국한하되 정부의 개입은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인하는 공정한 규칙 제정자 및 감시자
로서의 역할을 통해 수행되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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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단기적인 합의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조건을 만
들어가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명확한 비전 제시와 일관된 정책 집
행을 통해 분명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노사당사자들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함.

□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의 확립(나성린)

○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노사관계법을 만들고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
○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생각하는 합리적 노조지도자와 노조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근로계약법제의 전향적 검토(이철수)

○ 단체의 의지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개별적 의사가 무시되는 유니온샵,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제도는 그 법적 성격이 불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계약법리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
○ 현행 해고법제의 골격을 유지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의 중복방지, 구제
방법의 탄력성 제고, 의사해석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제
도개선
○ 근로조건의 개별화 추세에 따라 개별적 분쟁 증가에 대비한 합리적 해결 모델 개
발

3. 노동보험 및 산업안전보건

□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어수봉)

○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일정비율에 대해 사회보험료로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고용을 축소하거나 비정규직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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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려는 유인으로 작용
○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료를 폐지하고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사회복지
지출에 배분하거나 사회보장세 형태의 특수 목적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비정규직 및 일정규모(예: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예: 6개월) 이상 근무
하는 일정소득 또는 임금 이하의 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윤정열)

○ 국민연금제의 소득비례부분을 크게 낮추고 이를 기초연금화하여 형평성에 대한 수
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소득비례적 국민연금부분은 퇴직연금제로 대체하여 노후소
득보장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 노동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재해예방 및 국가경쟁력 확보(갈원모, 최재
욱, 최기흥)

○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를 지향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형 자율안전관
리체계의 구축

○ 벤쳐 기업 및 영세사업장을 위한 e-Safety & Health Service System 구축운영
․
○ 고령화 사회 및 여성 근로자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작업장 안전보건 기
준의 개정

□ 정부부처간의 산업안전에 대한 중복규제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갈원모, 최기
흥)

○ 산업안전보건 행정 및 기술서비스 체계를 직업안전보건체제로 전환하고 행정 및
기술서비스 제공기관 통합
○ 산업안전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8개 부처 20여개 법률을 (가칭)사업장안전관리기본
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를 합리화
※ 미국의 경우 산업보건국(OSHA)이 부처간의 안전관리 업무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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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우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던 법에서 안전, 보건, 복지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이를 환경교통지역
․
․
개발부 산하 단일

감독기구를 통해 집행

□ 산재예방정책의 효율성 제고(갈원모, 최기흥)

○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식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기준을 공시토록 유도하고 공시기업의 산재보험료 인하 및 지도감독 면제 등의 각
종 유인제도 도입
○ 자율안전을 장려하되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명시하는 방
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자율안전관리제도 정착의 선행요건이 산업안전감독관의 양성과 안전컨설팅제도의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에 따른 벌칙금 수준을 선진국 부과금액 대비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례하여 인상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도모
○ 119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공상자 처리 감시 및 적발체계 마련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산업안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갈원모, 안홍섭, 최
기흥)

○ 사업장 안전보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안전보건서비스를 노동부 행정조직에 신설
-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역별 직업안전보건 지원센터(한
국산업안전공단 및 지도원 활용) 설치운영
․

○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안전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 산업안전투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노력 진작
○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 및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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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비한 제품안전관련 제도의 정비(최기흥)

○ 제품의 설계, 제작, 제조, 수입, 전시, 유통, 운용 및 이용 범위로까지 산업안전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전분야에 걸쳐 산업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이므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FTA의 확대에 따라 기업이 부담이 경감되는 시장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산업안
전인증제도의 정착이 필요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표준화 및 국제 인증제확대

4. 국제노동정책

□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의 기반 구축(박영범)

○ 규범적 국제기준은 다른 성격의 국제기준과 분리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노
동법 및 노사관계 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
○ 선진국 따라잡기 및 선진국 공세에 대한 수세적 대응 차원의 노동외교에서 벗어나
개도국을 포함한 전방위적 노동외교로 확대
- 직업훈련, 사회보험, 노동시장 기구 운영 등에서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한국 수
준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개도국의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지원 예산의 확
보 등을 통한 국제 노동 협력의 활성화

□ 경제통합 가속화에 따른 체계적 협상 및 교류 협력 강화(박영범)

○ WTO체제 및 FTA 확대에 대응한 인력이동의 자유화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송출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국내 외국인 고용관리체계
의 효율화
○ FTA 체결 국가와의 자격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한 협력 방안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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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 외국기업 및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박영범)

○ 국내진출 외국기업에게 우리나라 노사문화 및 관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 일본의 해외직업훈련협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해외에 진출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

□ 자유무역협정 등 새로운 노동외교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박영범)

○ 향후 우리나라 인접국과의 FTA 체결에서는 노동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가
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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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의 미래(어수봉)

미래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아마도 미래사회의 모습을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예
측해보면 미래사회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 즉 50%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
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30년이나 50년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은 현재 시점에서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래사회
모습의 단초는 현재 그 소수자들에게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항상 역사의 진보는 이
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리드해나가는 소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노동의 미래를 밝혀주는 약간의 가이드를 발견할 수 있다.
미래사회는 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Ubiquitous & Convergence)를 특징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방향은 사회적으로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해 비관론자들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유발하여 사회를 분
열시키고 노동을 해체하고, 심지어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도 예측하기도 하다. 그러
나 여기에서 기술은 융합되는데 반해 가족, 사회, 노동은 분화된다면, 이러한 파라독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노동의 미래를 예측해보기 위해 6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첫째, '인간들은 향후 미래에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인가?' 이는 인간 노동의 2000
년 역사를 리뷰해보면서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10년, 20년 동안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노동 혹은 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혁명의 소용돌이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공장, 일하는 모습
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고, 과연 지금 변화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노동과정(labor process)이 과거보다는 좀 더 인
간화되는 쪽으로 진화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비교적 해답을 찾기가 쉬운 것 같다. 노동은 보다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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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동자 혹은 근로자의 상대적 지위, 즉 자본과 노동 사이에 있어서의 상대적 지위,
그리고 노동계급 내 혹은 근로자 계층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넷째, 노동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가고 전직 활동을 하며, 또 새로운 직업
이 창출될 때 사람들은 어떤 대비를 해 나가면서 움직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노동시
장 모습은 산업사회, 정보화시대의 초기모습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것이다.
다섯 번째인 노사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향후에는 노사관계라는 표현보다는 계약관계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다음의 인적자원개발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기도 하다.
여섯 번째, 인적자원개발(HRD)이다. 미래의 변화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또한 노동과정
이라든가 미래의 직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에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어
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그 답변이 될 것이다.

1.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생산부분은 자동화될 것이다. 특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그리고 BT(Bio Technology) 등의 새로운 기술의 대부 중에서도
ICT기술과 결합되어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트워크와 로봇기술의 발전은 자동화
의 질적 변화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용접 로봇 등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고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agriculture) 로봇도 한
국의 농업 현장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자이툰 부대가 사용할 예정인 전투
로봇들도 광범위하게 확산되리라 생각된다. 인간이 예전에 해왔던 육체노동은 로봇들이 대
부분 하게 될 것 같다.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소개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 인력이 풍부
한 국가들, 얘를 들어,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투자가 우리
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첨단화된 자
동화 공장을 건설 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자동화는 노동비용절감이
라는 목적보다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만족하기 위한 생산방식으로 더 의미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부분의 자동화과정에 있어서 노동은 자동생산
- 24 -

기술을 통제하는 기능을 주로 할 것 같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을 예를 들면 라인 하
나당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다. 그 라인이 10개정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
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노동을 하는지 지켜보면 한정된 사람들이 향유하는 미래의 노
동의 일부를 추측할 수 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기술이지만 사람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대부분 공정 제어와 관련된 일이다. 그렇지만 과거 섬유공장
과 같은 대량생산방식에서 근로자가 하는 일처럼 흔히 단추를 누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생산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을 하고 수시로 프로그래밍을 바꿔주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통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아마 일부분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래에 그러한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상당부분은 창조적인 활동 혹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을 하
게 될 것 같다. 창의 노동부분은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가 'Symbolic Analyst'라고 표현했던 노동자, 2000년대에 '피
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Intellectual Capital'이라고 표현을 했던 노동의 형태이다. 이
런 형태의 노동이 현재보다는 많이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 반면에, 보다 인간적인 삶을 뒷
받침하는 서비스, Humanity Industry 예를 들어 교육,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 공연, 스포
츠, 레저, 음식, 숙박, 환경, 건강, 의료, 미용 등의 분야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
로 보인다. 이 분야는 자동화 공장들에 의해 대체된 인력들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분야의 일자리는 high quality부터 low quality까지
다양한 일자리들이 주어질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진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코·입 등 지각능력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이미 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
다.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감을 구현하는 디지털 기술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것을 더 개선해 보아야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상품화가 갖는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즉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인해 high quality에
대한 한계가 주어지겠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상력의 전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질의
서비스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오늘날 기술 분야에서 convergence, fusion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한 변화의
양상은 노동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복합 기능(skill fusion)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플레이어로, 한 사람이 IT 기술도 알아야하고,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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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아야하고, 제조기술도 알아야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알아야만 생산을 control하고 새
로운 수요를 창출해나가는 노동이 가능할 것 같다. 미래 기술인력(Manpower)의 특징을
Skill-DN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DNA는 조어이면서 한편으로 노동인력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D'는 Digital, 'N'은 Nano, 'A'는 Advanced Material을
의미한다. 미래의 기술력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나노급의, 그리고 새로운 신물질을 다루
는 기술자들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인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보고
있다.

2. 노동과정은 인간화 되는가?

노동과정은 인간화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 100년의 역사상 노동과정이 더욱더 인간화
되었다거나 혹은 비인간화되었다는 논쟁이 있어 왔다. 이 논쟁은 2개로 나뉘어진다. 하나
는, '기술결정론', 또 하나는 '사회적 형성론'이다. 후자의 예를 들면 CNC 공작기계, 즉 컴
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자동화된 선반이 있다. 이 선반은 영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탈숙련
화현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독일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면 이 기술을 수용하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의 수용을 보는 관점이 사회적 형성론이다. 사회적 형성론은 주장
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고 사실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노동과정은 과
거보다 인간화되었고 인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로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의 등장이다. Knowledge worker
의 특성은 구상과 실행이 결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주체
성을 더 확보하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Green Factory라고 얘기되는 인간화
된 공장이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 공장들에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최첨단, 최고 수준의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제는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
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공장의 형태들로 Green Factory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공장의 생산라인은 굉장히 인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비인간적인 생산공장
은 숙련된·지식화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의 첨단제품에 관한 생산성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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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배경인 것 같다.
또한 노동조직도 수평화되면서 개별근로자들의 의사결정권한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
다. 수직적인 노동조직은 의사결정 속도에서 수평적인 조직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으며 경
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생산
성의 향상과 자동화된 공장의 확산 등으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의 감소는 긍
극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뤄지고, 2020～2030년경이 되면 주30시간 근로시간대가
곧 찾아올 것이다.

3. 노동의 지위는 상승할 것인가?

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Intellectual Worker가 ‘앙드레 김’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이 쓴 신문의 칼럼을 읽어보아도 굉장한 지식근로자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 교양수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감각, 국제화된 감각, 그것을 실
재로 재봉해서 만드는 스킬 등의 여러 가지능력, 즉 구상과 실행을 골고루 갖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앙드레 김의 모습을 보면 Capitalist화되고 있다. 건축
사, 의사, 전문직 자영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일부도 마찬가지로 Capitalist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집단을 Knowledge worker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자의 5%정도는
이러한 그룹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낙관론에 근거해 소득이 증대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의 일정부분은 저축을 하고 투자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Labor Capitalism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미국의 주식의 90%를 pension, 근로자들이 저축한 pension으
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중산층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노동소득의 증대가
주식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Labor Capitalism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낙
관론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반면, 비관론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20:80이다. 20%는 부자일 것이고 80%는 실업자로
낙오하고 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라프킨'의 '노동의 종말'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의 미
래는 노동의 종말일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현재도 low skill과 poverty가 반복되는 함정에 빠지는 De-Skilled
Trap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실현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디
지털 소외(Digital divide)에 대한 정책, 사회적 관심을 소홀히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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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노동의 종말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4. 노동시장의 모습은?

흔히 평생직장이 붕괴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평생직업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평생직업도 붕괴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의 평균근로자들은 이미 직업을 3회 이상 바꾸고 있다.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직업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는 평균 보통의 근로자라면 대개 5개 이상의 직
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 또는 추세는 노동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Job matching
industry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Job matching industry는 뒤에서 이야기할 인
적자원의 개발·관리와 연계되어 복합적이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노동의 다양성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핵심
(Core worker)는 누가 뭐래도 30, 40대의 도시 남성 근로자이다. 이 core worker는 과거에
도 그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30, 40대의 도시남성근로자가 아닌 계층
들이 core worker들이 하던 일을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 확신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여성·고령자·외국인 등이 과거에 30대, 40대 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노동의 유연성과 다양성의 확대에 따라 이러
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인사·조직 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
이 생기게 될 것이고 노동 다양성을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고용·근무 형태 역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 추세 또한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이
있을 때마다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형태의 근무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렇게 되면 노동보호를 중심으로 했던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이 노동에 관한 공정거래질서
를 확립하는 노동계약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5.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노사관계를 내다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인 것 같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가 20년 이상 앞서고 있는 선진국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미래 모습과 유사할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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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Intellectual Worker나 노동의 다양성 증대에서 대규모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분명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규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조직이
출현할 것이고, 노사관계 이슈도 전통적인 임금, 복지 부분에서 근로조건의 인간화로 이동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서 기업이 취해야 할 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의 포인
트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이고, 그 포인트는 다양성에 대한 관리, 개별근로자에 대한
관리, 성과주의적 관리 문화적 관리로 대변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것을 다 하기
에는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아웃소싱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인사
관리전문 회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미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인적자원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래에는 Knowledge Worker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흥하는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개별 근로자
에게도 물론 중요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KSA'(Knowledge, Skill, Attitude)가 균형을 이
루는 인재의 요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 전원에게 대학수준 교육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고학력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
라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을 가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미래사회에서 생존하
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 역시 중요한 문제
인데, 그것의 전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노동의 미래는
있다’고 보고 있다.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부분의 전문대학원들이 많이 생겨
날 것 같다. 그래서 건축, 디자인,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생겨나고 지금도 정부
가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대세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것을 부흥하는 평생교육전문기관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기업은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시장에서 구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즉, Buy skill을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 교육훈련관리를
․
할 것이고, 대부분의 교육훈
련은 아웃소싱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의 핵심이었던 Internal Labor Market, 즉 내부
노동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내부노동시장의 붕괴는 External Labor Market으로 대체되면
서 노동은 더욱 더 상품화될 것 같다. 그리고 상품은 표준화되고 quality control에 대해서
- 29 -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오히려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 스스로가
HRD 기관화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소프트 아카데미, 모토롤라 유니버시티
등 그 부분으로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가서 그 자체도 profit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빈부격차는 역시 인적자본 격차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모두 그 이유가 다르다. 60, 70년대 가난한 사람들,
80년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몸이 안 좋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을 못 받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조건을 갖고 있어서이다. 그런데 21세
기에 서 가난의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특히 De-Skilled
Worker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대응이 요구된다.

Ⅱ. 글로벌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노동시장의 과제(황수경)

1. 문제 제기

얼마전에 작고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기업 구조가 과거 개발도상국 경제에 적합했던
재벌구조에서 선진국 경제와 사회에 적합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적 역할이 감소하고 제조업 고
용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셋째, 중국이 우리 경제의 주요 시장이자 경쟁
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중심이 지식근로자로 급속히 이
동하여 이들이 한국 경제의 핵심 자원이자 부의 창출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
이다.2)
드러커가 지적한 위의 도전들이 비단 한국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
로벌 자본주의 경제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 변화의 원천을 집약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는 글로벌 경쟁의 환경에 직

2) 피터 드러커(2002), Next Society , 이재규 역, 한국경제신문
- 30 -

면해 있고 새로운 경쟁력의 요체는 지식노동의 생산성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동시장의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
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노동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의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 있다. 우
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30년간 연평균 두 자리수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90년대 들
어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성장이라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세가 6%
대로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다시 평균 4%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부와 고용 창출의 버팀목이 되어온 제조업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도 6～7%의 고성장
을 기록하였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업들이 차례로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노동시장 양극
화가 사회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성장
동력의 둔화, 제조업 공동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일까?
한국에는 미래학자가 없다. 격동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현실을 사는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일 것이다. 전후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1971년에 290불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4년에 1만4천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향후 10년 후
우리의 1인당 GDP가 얼마나 될지, 취업자수가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그만큼 불확
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단지 정확한 숫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과 원천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
질수록 변화의 방향과 원천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상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
시에 예측된 미래 그 자체를 변화시킬 힘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글로벌화로 야기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도전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에 대해서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예측되는 변화 요인 중에서 ‘적응해야 할’ 변
화와 ‘극복해야 할’ 변화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도달가능한 새로운 노동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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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화를 둘러싼 잘못된 담론 구조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1990년대 이전에는 무역과 자본의 흐름이 과거보다 원활해지고 있는 점진적 진화과정
을 지칭하였을 뿐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는 점에서 탈냉전 시대의 ‘글로벌화’라는 용어와는 개념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 ‘글
로벌화’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로 보여진다.3)
글로벌화는 자본, 기술, (상대적으로 제한되지만) 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경계가 허
물어져 전 세계가 하나의 광대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1980년대 정
보통신교통
․
․
분야의 기술진보는 자본을 비롯해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을 원활하
게 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1990년대 초 가시화된 구사회주의권의 몰
락이라는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화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냉전적 경계가 없어짐으로써 시

장이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경제질서-자본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것
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글로벌화”라는 용어는 다분히 이념적 함
의를 갖고 극단적인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정치적 담론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의
되는 이슈가 되어 왔다.
글로벌화는 특히 노동의 관점에서 가장 극명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글로벌 생
산체제로의 편입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무한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동
에 제약을 받는 노동이 약자의 지위에 놓이고 집합적 의미의 노동의 교섭력이 제한되어
자본과 노동간 소득불평등의 악화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
과 개도국, 공업국과 농업국, 인력송출국과 인력유입국의 노동 간에도 글로벌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단일한 견해로 대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ILO ‘글
로벌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보고서4)는 글로벌화를 둘러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담론 구조에 대해 다
3) 독일연방의회의 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Globaization of the World Economy: Challenges and Answers,
2002)에 따르면 독일의 주요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서 “globalization”이라는 단어가 등
장한 횟수가 1993년 34회에서 2001년에 1,236회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KLI, 공정한 세계화: 모두
를 위한 기회창출 , 2004)
4) ILO의 글로벌화 위원회는 2004년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이라는 제하의 보
고서를 출판하였고 같은 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를 ’공정한 세계화 :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로 번역, 출간
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어판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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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글로벌화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생산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각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지구의 운명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는 글로벌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중략)… 지금이야말로 승산 없는 담론에서 긍정적
인 행동으로 옮아가도록 이끌어줄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 ILO(2004), ｢공정한 세계화 :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서문에서
결국 글로벌화에 관한 비생산적인 논쟁은 찬반 그룹 간에 “전혀 다른 언어체계로 이야
기하고 있는(speaking different languages)”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여진다(Davidson &
Matusz, 2004). 이념 대립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탈색됨에 따라 글로벌화는 탈냉전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국제적 노동분업과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그리고 그 결과 소득불평등 확대와 같은 다양한 특성들이 동반되면서 개인과 집
단이 처한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해석과 결합되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어느 사회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글로벌화는 위험이 없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자본의 변
덕스러운 이동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야기하여 전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들었다.
우리 경제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개방화되고 자본, 기술, 노동의 국경없는 경쟁
의 한 복판에 편입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과정에서 초래된 불균등한 자원 배분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고용안정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에 대한 적의나 두려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글로벌화의 흐름을
회피할 수 있다거나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opportunities)이거나 새로
운 제약(constraints)일 뿐이다. 글로벌화에 의해 추동된 변화된 경제 환경은 노동시장 구
조, 노동시장 내 세력 간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쟁점과 의제들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
한 변화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 각 주체들이 대안 없는 소모적인 담론의 틀을 깨고 적응력
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노동시장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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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화와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전

가. 글로벌 생산체제와 일자리 경쟁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는 비교우위
에 입각한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는 ‘시장의 물리적 확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국가간 교역의 증대라는 점에서
일견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국가간 거래 및 교역 증대를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전 세계가 국가의 틀을
넘어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화학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한 국
가의 울타리에 한정되어 작동하던 경제메커니즘이 자본, 기술, 노동의 국가간 경계를 없애
면서 국가보다는 기업이 경제의 기본단위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경제의 직접
당사자이기보다는 자국 시장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되고 있다.
글로벌 생산체제의 행위자는 6만 5천개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
을 연결시켜주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갖고 있으며, 노동의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으로 자본
과 기술을 손쉽게 이동시킨다. 거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범세계적 가치사슬, 그리고 무국적
성 및 소유의 무국적화로 특징지어지는 이들 다국적기업은 2001년 현재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했으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출의 약 1/3인 2조6천억달러를 담당하고
있다(UNCTAD, 2002).5)
각국 경제는 이러한 글로벌화의 추세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달
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화의 흐름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구성요소들-즉 자본, 기술, 노동-을 얼마나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하는
데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조용히 세계경제의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 같
은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관념도 달라져야만 한다. 과거에는 생산요소의 비이
동성을 전제로 하고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값싸고 질 좋
5) UN(2005),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5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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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주요 목표였다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 도처를 이동
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만

들어내느냐에 주목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다국적기업들을 어떻게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에서｣의 부
가가치 창출을 강화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 윤영관(1999), ‘다국적 기업의 정치경제｣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한 경제 동학을 보이고 있는 곳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이중 중국은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96년
이후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미국
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2004년 현재 중국은 교역규모 면에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제3위, GDP 규모는 세계 제7위, 외환보유액은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준에 도달해있다.
이밖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
시아 개발도상국들도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변모되
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안정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산은 바로 시장친화적인 노동환경
이다. 그리고 글로벌화는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개도국으로 자본과 기술을 유입시켜 새로
운 성장 및 산업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Ⅱ-1〕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1999-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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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중요한 글로벌 경쟁력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적인 투자유치 경쟁과 글로벌 소싱의 시대에 자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가 유연하
지 않으면 자본과 기술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찾아 이동하고 이로 인해 자국내 많은 일자
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들도 변화된 경제 환경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자국 특유의
전략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자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1980년대 영구대체
근로 허용과 같은 일련의 노동보호법제 완화를 통한 시장 주도의 유연화 전략을 추구해오
면서 글로벌 시대에 높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사회적 파트너간에 고용창
출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임금유연화(wage moderation)에
합의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노동유연화 전략(Polder model)을 모색하여 1990년대
중반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덴마크는 1994년 실업급부 축소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혁을 실시하여 고실업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
공하였다. 아일랜드는 노사가 외자유치를 위한 세제 및 보조금 제도 개혁에 합의하여 ’켈

틱 호랑이’(Celtic tiger)라 불릴만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
경
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에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노동시
장 유연화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 성과
와 높은 실업률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림 Ⅱ-2〕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992-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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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2004), Employment in Europe 2004 - Recent Trends and Prospects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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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도국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리고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환경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변모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내 기업들이 한국의 고비용 구조에 대응하여 임금, 지가 등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면서 산업공동화 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초기에는 현지법인의 역할이 ‘한국제
‧ 3

‧ 3국 수출’의 형태에 머물러 핵심부품이나 대부분의 R&D
국 조달 → 현지 생산 → 한국제
기능은 여전히 국내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현지 조달 → 현재 생산 →
현지 판매’ 방식이 늘어나면서 R&D 자체도 상당부분 현지화 되어 국내 산업의 기반 자체
가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물론이고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도 그다지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1995년 연간 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
정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면서 급증하여 1999년과 2000년에 150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그후 감소세를 보여 2004년 128억 달러로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었다.6)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임금과 생산성 부문에서는 중
위권, 노사관계 부문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 대부분
의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외국 자본의 입장에
서 한국은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뿐더러 더욱이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민적 거
부감이 팽배하여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10년은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발 개도국에게
도 추월당하여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글로벌화의 역동적 흐름 속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 상실로 자본과 기술이 빠져나간다면 달리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리
고 자본과 기술의 유출은 곧 바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
이다. 우리 노동시장을 국내외 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경쟁
력의 새로운 원형을 찾아내는 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6) 이병윤(2005),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와 대응방안 , 한국금융연구원.
7) 김정우·곽난희(2005),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와 한국의 노동시장｣, 노동리뷰, 제8호,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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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경제화와 불균등 사회

글로벌화와 함께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을 매개로 한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 혹은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전환이다. 지식의 창출, 확산, 보호 및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경제 하에서는
지식이 기존의 생산요소를 압도하는 중요한 부의 창출 원천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 패러다임에서 지식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대
니얼 벨(D. Bell)이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ized society)에서는 지식이 가치창출의 주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식이 기존의 생산방식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킬 파괴력을 가진 신경제의 핵심적 요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꿰뚫어본 장본인
은 바로 피터 드러커(P. Drucker)이다. 드러커는 1993년 그의 저서

탈자본주의사회

(Post-industrialized Society) 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끊임 없이 적용되는 창조
적 지식이 1990년대 미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의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식이야말로 사
회적 부의 원천이 되고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육체노동자를 대신해 지식이라는 자원을 보유한 지식노동자가 노동력 가운데 지배적인 집
단이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8)
미래사회에 대한 드러커의 통찰력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무형의 지식
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지식산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지식노동자의 고용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2002년 현재 지식기반 제조업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총 부가가
치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이른바 지식기반 산업이 전체 GDP의 거의 3분의 1 수준을 생
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5-2003년 기간 중 ICT 투자는 OECD 국가들의
GDP 성장률에 적게는 0.35% 많게는 0.9%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지식정보화를 주도
하는 ICT 자본이 경제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일랜드 경우 이미 50%를 웃돌았으
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 영국, 헝가리, 네덜란드 등에서도 30%를 상회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에서의 지식노동자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OECD 국가 제조업 부문
의 총 고용자 중 약 40%가 경영, 사업, 재정, 법률 전문인 등과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직
8) 박명수·정인수(2004),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구조변화 분석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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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9)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지식경제화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박명수·정인수(2004)는 각 산업의 지식집중도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지식집약 산업
의 고용 비중을 분석하였는데, 상위지식 산업군의 취업자가 1975년을 기준으로 25년 사이
무려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Ⅱ-3〕). 지식산업군의 고용은 특히 1990년
대 초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3〕 지식산업군별 취업자 성장추이 (1975=100)

자료: 박명수·정인수(2004), 33쪽

지식경제화는 글로벌화와 성질상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식경제화와 글
로벌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매개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거래비
용을 줄이는 데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식과 정보는 돈이나 상품보
다도 더 쉽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더욱 압축
시키는 위력을 발휘한다. 둘째는 지식경제화와 글로벌화 모두 이른바 ‘네트워크 법칙’10)이
관통되는 적익부(fit-get-rich)의 변화 과정이라는 점이다. 즉 “적합성이 강한 노드(node)들
이 더 많은 링크를 갖는 허브(hub)로 성장한다.”11) 글로벌화는 ‘경쟁’이라는 하나의 규칙에
의해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한 규칙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
9) OECD(2005),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5 .
10) ‘네트워크 법칙’은 수학적으로는 ‘멱함수 법칙’, 경제학적으로는 ‘수확체증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11) 바라바시(2002), 링크(Linked-The New Science of Networks) , 강병남·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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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원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지식경제화도 지식이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
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집적효과(snowball effect)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확체증의 현상이 나
타난다. 한 마디로 글로벌화와 지식경제화의 성과는 지역, 국가, 계층 간에 결코 균등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와 지식경제화의 과정에서 승자의 우위는
결코 영속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쟁자는 항상 존재하며 한 순간 혁신의 끈을 놓아 ‘적
합성’에서의 우위를 상실하면 곧바로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엔진 시장에
서 야후(Yahoo!)나 라이코스(Lycos) 등을 제치고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구글(Google)’의
신화나 소니를 따라잡은 삼성의 역전스토리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글로벌화와 지식경제화의 진전은 노동시장의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
하게 될 것이다.
첫째, 다른 제도적 장애물이 없다면, 정보 비용과 노동이동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
찰적 실업이 줄고 기업과 근로자의 매칭이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
활한 노동이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면 그에 따른 비효율의 사회적 비용은 과
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될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화는 전통적인 노동의 성격과 지위를 크게 변모시킬 것이다. 드러커가 지
식노동자를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자본가’라고 칭하였듯이, 지식경제 하에서 노동
과 기술, 노동과 자본의 구분은 점점 더 모호해질 것이다. 애프터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상품, 특정 상품과 결합된 서비스 등이 확대되면서 상품(제조업)과 서비스(서비스
업)의 전통적인 구분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구분 대
신 지식 노동과 비지식 노동의 구분이 보다 명료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는 제조업 상용직
으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고용관계 블록이 점차 축소되고 동시에 집합적 의미의 노동의 교
섭력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식이 체화된 노동,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혁신능력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의 희소가치가 증가하여 숙련노동자와 단순노동자,
지식노동자와 비지식노동자 간에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지식노동자의 공급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인력수급의 기능적 불일치가 확대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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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노동시장의 과제

세계 경제의 게임 규칙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나 관행
은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조응하는 경쟁력 있는 질서를 만들
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불안정한 노사관계, 취약한 사회안
전망 등이 우리 노동시장을 비효율의 구조로 만들고 그 결과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
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활로를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와 지식노동의 활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의 유연화 브랜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촛점을 맞추어 논의해보기로 한다.

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과 상치되
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표 Ⅱ-1a>). 미국처럼 개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은 느슨하
지만 전체로서의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게 작동하는 시스템과 유럽처럼 개별 고용관계가
확실하게 보장되면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두 가
지 유형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
위에 따라 ‘유연성’ 모형과 ‘안정성’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이러한 고전적 관점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
을 일깨워주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
이다. 이제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둘 간의 올바른 결합형태(the right balance)를 찾는 일이다.
그렇다면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은 반드시 상충되는 개념인가? 안정성의 시야를 한 기업
내에서의 고용안정성에서 사회경제적 안정성으로 확장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확장된 개
념으로서의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은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며, 국가별로 자국의 노동시장
제도 및 사회보장시스템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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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유연성과 안정성의 관계
a. 전통적 관점

고용유연성

←―――――――――→

미국

고용안정성
북유럽, 독일, 프랑스

b. 기업내 고용안정성과 사회적 고용안정성의 분리

고용보호법제의 규제수준 (유연성)
사회안전망
수준 (안정성)

강함

느슨함

낮음

일본

영국, 미국

높음

독일,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 가운데 덴마크는 낮은 규제수준의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로 대표되는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짐과 동시에 실업위험을 최소화하는 잘 발달된 사
회보장제도를 갖는 국가유형에 해당된다. 일본과 전형적인 유럽 국가들에서 1990년대 저성
장, 고실업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덴마크는 1994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한 이래 실업률이 급감하고 인플레가 없는 고성장을 구가하였다. 노동시장 유
연화에 성공함으로써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밖으로 빠져나가 복지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수요주도 경제에서 탈피하여 공급주도의 인플레 없는 성장, 고용창출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덴마크 모형은 미국식의 일자리 없는 성장모형을 대
체할 새로운 발전모형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덴마크 모형은 노동시장 유연성
(flexibility)이 고용불안 및 소득불평등을 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안정성(security)과 효과적
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로서,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형으로 일
컬어진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형은 [그림 Ⅱ-4]와 같은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으로 집약되는데, 한마디로 노동유연성, 사회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독특한 결합형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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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형의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많은 일자리 생성

유연한
노동시장
학습복지(Learnfare)

실업보험체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보상수준

글로벌화·유연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시스템과 노동시장정책을 모색
하려는 국가들에게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형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올바른 결합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유연성의 토대와 안정성의 토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내부자)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외부자)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분명한 타깃을 필요로 한다. 즉 외부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나친 유연성은 완화) 내부자의 유연성을 높이는(동시에 과도한 안정성은 완화) 것이 동
시에 요구되고 있다.

나. 고용안정서비스의 혁신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퇴출(out)의 유연성만이 아니라 진입(in)의 유연성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원론적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경제와 개인의 불확실성과 불안
정성을 줄임으로써 노동시장의 쌍방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이나 이전급여체계 구축과 같은 사회안전망 체계만으로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 인적자
원개발의 비효율성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
렵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다.
보다 근원적인 치유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하는 일이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고용안정서비스(PES)를 확충하고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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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생능력개발체계를 확립하되,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교육훈련 기회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서비스는 취약계
층의 기회 확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4] 고용안정서비스

실업급여

직업훈련

여타 지원금

신규 및 경력
취업

구직자

취업알선
직업정보

진로상담
심리상담
교육/복지정보

고용서비스

잘 짜여진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고용안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시범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혁신의 비전 설정, 각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민간-공공부문간 역할 재정립,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 설정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참여주체 간 합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 고용안정서비스의 확충은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보다 보강될 필요
가 있다. 시설 및 인력 증대와 같은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정보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지
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전달체계
효율화 등 고용안정서비스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노력을 배가하여 서비스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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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시스템의 더 많은 구성 요소들은 민간의 협조 없
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과거 정부는 경제성장의 제1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국경의 의미가 쇠퇴한
변화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국가가 투자를
스크린하고 규제하고 선별할 수 있었다면 이제 역으로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를 선택해
서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경제활동에서 시장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기
본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즉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국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지속가
능한 시스템의 기반 마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규제를 통한 직
접적인 개입보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인하는 공정한 규칙 제정자 및 감시자로서의 역
할을 통해 수행되어져야 한다.
노동시장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에서 정부의 역
할은 민간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수단으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이에 부합한다. 예컨대 입법을 통한 정년연장보다는 기능적 유연화를
위한 임금·직무 혁신,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시장
의 왜곡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능력이 배양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조정·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가 시장이나 정부만의 힘이 아니라 사회 주체들의 광범한 참여와 협력
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은 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유가치를 개발하는 데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합의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조건
을 만들어가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사 상급단체의 리더십과 대표성이
강화되도록 하고, 노-사, 노-노, 사-사 간 조율과 타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비전 제시와 일관된 정책 집행을 통해 분명한 시
그널을 줌으로써 노사당사자들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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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경쟁 시대의 고용관계(박준식)

1. 문제의 설정

현재로부터 향후 10 여 년에 걸쳐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고용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요인들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
고 있는 대변화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저출산과 동시에 전개되는 고령화는 인구구조 자체
의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토대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상부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큰 요인은 2007년으로 예정된 노사관계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관계 제도의 변화일 것이다. 5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 ․ 간에 합
의된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의 내용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타협되는가에 따라 한국의 고
용관계는 20년 만에 1987년의 체제적 타협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체제 모형이 등
장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 싼 노사 대립, 복수노조의 허용, 노조 전입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같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중요한 매듭들은 그 자체로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질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시스템의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생적 변화’의 동인들 이라면 경제
의 세계화와 더불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은 ‘외생적 변화’로부터 침투한 변화가 시스템의
재구성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본격적
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경제의 글로벌화는 금융 시장의 격변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영 관행,
소유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적 파급 효과를 낳았으며, 곧 이어 고용 관행과 노사관
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에서도 글로벌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그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선택을 고려함이 없이 고용관계의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의 영향은 외부적 요인이 내부적 변화를 야기하는 단선적 충격 이상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해 새로운 고용 관행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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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침투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으로써 한국 내에서는 고용
관계의 다원화가 급진전되었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들에서는 한국식 고용 관행이
수출이라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국의 고용관계와 비교되는 한국식 고용관계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러한 고용관계는 세계적
수준의 체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향후 10여년의 단기적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한국 내에서도 과거
에 비해 훨씬 유동적이고 다원적 고용관행이 경쟁하는 직장에서 그들의 경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운용해 온 고용관계가 한국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국제화 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동일한 기업
조직 내에서도 그들의 임금 수준에 비해 1/10 정도밖에 안 되는 외국의 노동자들과 하나
의 지붕 안에서 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크고 작은 글로벌 기업에
서 일하는 관리자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국제적 안목과 인적자원 경영 능력
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글로벌 경쟁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고용관계의 시스템, 관행,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적
이해가 어떠한 방향의 사회적 타협과 선택으로 이어지는가에 따라 고용관계의 미래를 좌
우할 하나의 중요한 축이 그 방향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글로벌화
와 고용관계를 (1) 글로벌 자본주의의 국내 침투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변화; (2) 한국기업
의 글로벌화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변화; (3) 글로벌화의 도전과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이라
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자본주의의 침투와 도전

한국경제의 경쟁 지형은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구조 조정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
태계로 전환되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의 고용관계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력한 대기
업 노조와 독점기업이 양립하는 비교적 단순한 갈등과 균열, 타협의 구도 속에서 그 기본
지형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구조 조정, 수많은 국내 대기업들의 몰락에 뒤 이
은 외국 자본의 국내 진입과 인수합병, 그리고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글로벌 자본주의
- 48 -

의 이념, 논리, 정책, 관행 등은 고용관계의 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 글로벌 자본주의의 국내 침투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비교적 단순한 이념과 정
책 중심의 관념적 성격에 머물고 있었다. 우리가 경험한 경제위기는 관념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자본과 시장의 영향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침투력을 발휘하면서 시장에
의한 급속한 사회 지각 변동이 전개된 것이다. 시장의 영향은 노동시장에서 개인고용의 사
회적 의미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규정하였다. 안정된 직장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어가면서 시장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을 기정
사실화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간 경쟁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치권력이 아
닌 시장에서의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본 통제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이 속속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고,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자
본주의의 논리는 87년 이후 형성된 고용관계의 균형 자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
기 시작한 것이다.
1차적 변화는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과 더불어 이들이 축적해 온 고용관계의 논리와 관
행이 우리 고용관계의 일부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자본의 통제권 이전과 더불어
새로운 통제자의 논리와 그들이 규정하는 고용의 논리가 과거의 빈자리를 대체한 것이다.
변화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가 국내 기업들의 고용관행을 변화시키는 연쇄적 파급 효
과로 이어졌다.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자유주의적 고용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안정된 고용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환상’으로 치부되어갔다. 개별적, 집단적
수준에서 구조 조정이 상시화 함에 따라 고용 불안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
다. 이와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급속한 글로벌화도 이어졌다. 노동시장의 상층부에서는 카
지노 자본주의의 논리가 급속히 확산되는 한 편, 하층부에서는 국내 고용의 급속한 해외
이전에 따른 빈자리가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력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과 한국 기업들의 외국 진출은 다양한 고용 형태, 관행들이 동거하는 환
경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고용관계의 복층성과 다원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국가의 대외 교섭 능력이 가장 취약했던 IMF 구제 금융 체제의 기
간을 거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당시 국가는 글로
벌 기준의 이름으로 금융자본을 앞세운 외국의 기준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였으며, 한국이
IMF 체제를 벋어난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영향은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
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는 부지불식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
항 세력들, 사회 제도들, 관행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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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입장에서 볼 때 글로벌 자본주의는 한 편에서 고 임금, 고 성과, 높은 생활 조
건을 약속하지만, 이와 동시에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시장 기준과, 경쟁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영향은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글
로벌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더 강력한 경쟁의 논리는 보편적 원칙이라는 추상성을 주장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리는 숨 쉴 틈 없이 전개되는 경쟁의 논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조직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개별 기업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비용 절감과 작업의 재 조직화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들의 고용 방식이 어떠한 형태이건
경쟁의 논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모조리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미침으
로써 ‘고용 파괴’ 현상을 전면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욱 강력한 비용
절감과 작업 조직의 재 조직화 압력을 경험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 그러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새로운 행위자들이 한국의 기업 생태계 속에 확산되어갔고, 이
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 기업들에 의해서도 학습되어갔
다.
민주주의 정부 역시 글로벌 자본주의의 현실에 저항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미치
면서 그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강한 노조, 경직된 노동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
가 이러한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
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글로벌 자본들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국가가 이들
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한국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노사의 ‘저 신뢰’ 구조를
정착시킨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데 있었다. 경제위기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과격한 구
조 조정은 수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낳았고, 이 경험은 노사 간에
돌이킬 수 없이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대규모 고용 조정 이후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경쟁과 적대적 경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
실감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불신은 구조 조정을 경험한 사업장들에서 강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자본 뿐 아니라 노동 역시 점점 더 강력한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운동
논리 속에서 그들의 지위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를 둘러 싼 논란은 우리나라의 노동정치에서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적 담론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둘러 싼 논란 속에서 사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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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 간의 타협점을 찾고, 고용관계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노동정책과 담론의 방향을 주
도해야 할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3. 한국기업의 글로벌화와 고용관계의 세계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은 한 편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을 가속화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침투를 허용하며 공격을
진행하는 동시 다발적 무한 경쟁의 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
이 생산과 서비스 영역에서 고용의 해외 이전을 포함하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공장과 고용의 해외 이전, 이른바 ‘제조업 공동
화’의 초기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기업의 세계화 초기 단계에서 고용의 이전을 주도한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
업이 아니었다. 국내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산업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사업
을 포기하고 동남아, 중국, 남미 등 새로운 저임금 지역을 찾아 나서는 ‘선발대’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제에서 고용의 해외 이전을 초기에 주도한
것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대목이지만, 국내에서의 고용 사정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서 섬유, 신발 등 저임금 중소사업장들의 해외 이전은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 인식의 지평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은 이들 사업장들의 국민경제
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본격화 된 계기는 대표 제조업체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
서 부터로 볼 수 있다. 포춘지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모두 11개이고 이 중 6개 업체가 제조업체이며, 나머지 5개 기업들도 본원적 부가
가치 생산의 중심을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우산 속에 수 십, 수 백 개의 중소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관련 분야의 ‘맹주’들
인 것이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
고, 생산 설비가 이전되며, 해외 부문에서의 고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가시화
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별 경쟁에 따른 생산 공동화, 고용 공동화 문제가 사회적 시선의 중
심부에 떠 오른 것이다.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부문들은 애초부터 글로벌 경
쟁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출이 우리의 피부에 직접적 감각으로 와 닿지 않았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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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이들 산업들이 국내에서도 그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자본과 설비의 이동이 비교적 용이
한 ‘경박단소형’(輕薄短小形) 제조 부문에서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지로 거대한 자본 이동
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곧 이어 중량감이 큰 설비를 요구하는 산업 부문에서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전자산업의 뒤를 이어 자동차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
으며,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이 그 뒤를 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어 온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서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위기, 고용의 위기를 둘러 싼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 토대 변
화의 뒤늦게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의 주도적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전자산업의 경우 글로벌화에 대한 노조의 저항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중화학 부문에서는 공동화를 둘러 싼 갈등이 훨씬 첨
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의 세계화가 우리 기업들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기업의 글로벌화가
국내외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것은 국내의 고용 사정, 노사관계 등 내부적 압박이라는
‘푸쉬 요인’(push factor)과 해외로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풀 요인’(pull factor)이 동시
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본격화하는 것은 이 두 차
원의 요인들이 상호 상승효과를 가시화하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문제는 한국기업의
글로벌화가 국내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글로
벌화의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은 주어진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핵심
경제 단위의 이익 주체들이 그들의 고용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타협을 전개하는가
에 따라 결정되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사정이 어떠한 사회적 타협과 선택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우리 고용관계의 미래가 결정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사 대결과 갈등이 심각하고, 제조업의 상대적 인건비 부담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 계층적으로 경직화 된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과 고용 수준이 인근 국가들의 성
장과 더불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노사 갈등과 대
결이 심각하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해당 산업 부문의 해외 이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외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노사 불신의 심화는 제조업 공동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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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노사의 생존을 가늠하는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전략이 제조업 공동
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에서 이러한 사회적 선택의 구체적인 계기와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4. 글로벌화의 도전과 노사정의 선택

경제의 글로벌화는 고용관계의 모둔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
다.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파생되는 도전의 본질은 생산과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자본, 설
비, 인적자원의 이동 속도와 가능성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기회의 선점이 경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시장 환경에서 자본은 기회 포착에 필요한 생산 요소를 최대한 빠른 속도 결합
하고 이동시켜 그들의 ‘시장 입지’(market status)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다한다. 제품과 서
비스 신속한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요소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지역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는 쉽
게 이동하거나 전환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정보와 자본의 이동은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
지만, 설비의 이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인적자원의 이동은 더욱 어렵다. 그리
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제도적 인프라’(institutional infra)의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
이고 가장 경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과 국가만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생산
요소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 자본에 대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과 국가만이 글로벌
경쟁에 요구되는 자본과 능력을 집결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글로벌 경쟁의 속성 때문
이다.
글로벌 경쟁은 모든 지역과 모든 국가를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정 지역에
서 노사정이 구축한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을 의미하는 ‘고용
체제’(employment regime)도 자본의 쇼핑 리스트에 담긴 구매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른
바 ‘체제 쇼핑’(regime shopping)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의 맥락에서
볼 때 ‘고용관계’는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용관계의 요소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지역은 제조와 서비스의 생산에 요
구되는 안정된 조건들을 제공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의 생태계에서 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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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은 노사정 모두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다. 도전의 본질은 글로벌 경쟁
의 맥락 속에서 노사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고용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노동이 글로벌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는 강력한 글로벌 자본
주의와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은 자본대로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생산 입지를 찾아 끊임없는 탐색을 거듭해야 하
면, 노동은 과거에 비해 훨씬 차갑고, 사나우며, 냉혹하고, 무자비한 시장의 힘 속에서 그
들의 입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
지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시장에 의한 조정이건, 합의된 사
․

회적 선택이건 경쟁력 있는 ‘고용체제’의 구축 없이 한국경제와 고용의 미래를 논하는 것
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글로벌 경쟁 시대의 도래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도전은
항상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였으며, 글로벌 경쟁의 맥락은 우리가 만들어 온 고용관계의
내용을 질적으로 충실화 하고, 선진국들과는 구분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 새로운 정
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글로벌 경쟁의 시대
에 우리는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 가능한 한국식 고용관계는 성립 가능한가?’ 라는 하나의
궁극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자본주의는 21세기의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미지의 생태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용의 경로는 무엇인가? 일본식, 미국
식, 독일식 등과 구분될 수 있는 한국식 고용관계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존재
한다면 어디에서 그 싹을 엿볼 수 있는 것인가? ‘노동착취 공장’(sweat shop)의 오명을 벗
어나 경쟁 생태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고속도로’(high road)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
해야 할 사회적 선택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접근 가능한 어
느 정도의 입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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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구조변동과 노사관계의 미래(이병훈)

1. 문제제기

○ 1960년대 이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적 산업화(Compressed industrialization)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온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화정보화
․
등과 같은 다양한 거대 사회
구조변동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10-1945년의 일제 식민지 경험, 1945년 해방과 독립국가 수립 그리
고 6.25 동란 등으로 후발의 근대 산업화 길을 개척하게 되었음에도 1960년대 이
후 30-40년 동안 서구 선진국가들이 200년여의 기간에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을 압축적으로 이루어내는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 근대/산업화/민주화의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사회는 지난 1990년대에 불
어닥친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변동 메가트렌드(Megatrends)에 직면하여 정경유착,
기업경영 불투명/불건전 등의 경제구조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급기야 1997년 말
‘국가경제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 1998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적 단합을 통해 경제위기를 단기에 극복하였으나, 최
근 수년 동안 장기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그리고 정치혼란 지속 등으로 많은 문
제를 드러내고 있다.

○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노사관계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문제를 둘러
싼 노사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지난 7～8년동안 다시금 불안정하고 대립적인 구도를
연출해오고 있다.

-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경제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 또는 노정 격돌이 빈발하였으
며, 참여정부시기에 들어서는 비정규 노동부문의 조직화와 갈등 표출, 비정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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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노사관계제도선진화 로드맵을 둘러싼 노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초기에 밝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과는 달리 지난
수년동안에는 노동계와 정부간의 불신과 대립이 가중되어 노사정위원회가 마비상
태에 놓이고 작금의 노동 입법에 대한 첨예한 각축이 빚어지고 있다.
- 이처럼, 지난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새롭게 재편된 노사관계구
도는 1998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시장주도적 경제개혁이 단행되는 가운데 그 대
립적 성격을 유지한 채 주요 쟁점이 ‘성과배분’으로부터 ‘고용구조’로 전이되는 변
화를 보이는 한편, 정규 대기업 조직부문과 비정규/중소기업 미조직간의 노동분절
성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노사관계의 이중구조가 현저하게 고착화되고 있기도 하
다.

○ 우리 사회는 지난 산업화시기의 역동적인 사회변화를 겪어 왔듯이 향후에도 당면한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떠밀려 그 변동의 관성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노사관계가 과연 어떠한 성격변화를 보일지가 자못 흥미로운 연구물음으로 제기
된다.

- 노사관계는 단순히 외부 환경에 의해 단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주체들의 전략 선택과 세력관계 그리고 환경과 제도의 조건들간에 매우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는 것인 만큼 그 미래를 점치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노사관계는 노사정간의
․ ․
상호작용 관행/문화/경로가 배태하는(embedded)
만큼, 단기적으로는 그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노사관계 주위
여건과 전개양상을 고려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향후 1년단위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그나마 시도할 만 하다.
- 반면에,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노사관계 미래상은 그 기간동안 나타나게 될 노사
정 주체들의 구성변화와 세대 교체 그리고 관행/경로의 재편계기 등장 여부 등으
로 인해 매우 점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 다만, 우리 사회 및 노사정 주체를 둘러싸고 이미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사회구조변동 추세가 향후 10년동안 변함없이 우리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환경조건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같은 사회변동의 메가트렌드를 준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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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사관계의 변화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누구나 손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회구조의 향후 변동방향으로서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만한 주요 메가트렌드를 다음의 5가지 흐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세계화(Globalization)
② 정보사회 또는 지식경제화(Informational Society or Knowledge Economy)
③ 탈산업화 또는 서비스경제화(De-industrialization or Service Economy)
④ 경제활동인구구조 변화(예: 고령화 Aging population, 여성 진출 확대, 고학력화
등)
⑤ 지정학적인 변화(Geo-political Change: 중국의 세계경제기축 형성여부와 남북관
계변화 등)

○ 이상의 메가트렌드는 말그대로 우리 사회구조를 광범한 변동을 초래하는 거대 변동
흐름인 만큼, 이들 환경/맥락요인들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일 것으
로 예상된다.

- 예상컨대, 상기한 사회구조변동 흐름은 노사관계의 세력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유불리의
․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노사 상호간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촉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있을 것이며,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에서는 향후 중장기 노동정책과제의 개발이라는 연구취지에 맞추어 이같은
복잡한 전망을 단순화시켜 노사관계 미래에 있어 이상의 메가트렌드가 각각 어떠
한 미칠 영향을 미칠지를 세분화하여 논의하며 종합적으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메가트렌드 (1) 세계화(Globalization)

○ 세계화(Globalization)는 이미 국민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의 기본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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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인 연구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토대요건으로
위치하고 있다.

- 세계화는 통상 지난 1980년대말 동구권의 몰락과 1990년대 초 WTO체제 성립을
계기로 시장지배적인 자본주의질서가 전지구 차원으로 확산되어 관철해가는 사회
변동의 과정을 지칭하는 바, 이같은 범지구적 차원의 전일적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소위 무한질주의 경쟁논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잡게
되면서 효율성과 유연화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을 형성-확산케 하고 있다. 이
러한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서는 상품(통상)와 자본(투자)의 이동이 전면 자유화되
는 한편, 노동의 제한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한다.
-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문민정부 시절 WTO 체제의 성립에 맞추어 정부 스스로
『세계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외환관리의 실패와 기업들의 국내외 차입투자 경
쟁을 촉발하여 1997년말 외환위기를 자초하였으며, 이같은 배경위에 출범한 국민
의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IMF의 주문에 따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
(금융공공기업노동
․
․
․
)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인 개방통상체제와 대내적인 시

장주도적인 경제활동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전
면적으로 현재화된 세계화의 물결은 산업구조조정과 해외자본 진출 확대 및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의 많
은 변화를 동반하여 왔다.

○ 현존하는 세계화의 경제논리가 지속될 경우에 다음과 같이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 우선, 국내외로의 자본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편으로 국내에 해외 다국적기업
의 생산/서비스거점 활동이 확대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
들 다국적기업에서의 노사문제가 증대할 것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
전/진출을 둘러싼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소실 관련 노사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의 다국적기업활동에 대한 국내 노동조합과 해외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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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간의 소위 국제연대활동(Global Alliance)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미 체결-발효된 칠레와의 FTA가 향후 일본-동남아-구미국가들로 확대됨에 따
라 상대적 상품경쟁우위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퇴출산업의 고용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생계기반 상실에 대한 저항 등 사회적/
노정 갈등이 표출될 수 있겠다. 또한, 이미 제도적으로 설치되었거나 도입예정인
경제자유특구 및 기업도시가 국가경쟁력의 주요 기반으로 보다 확대될 경우 이들
지역의 이중적인 유연 노동규범/제도 적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근
로기준 개악 관련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령화 및 불균등 산업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향후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지
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집단세력화가 이루

지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이들에 의한 노사문제가 주요하게 등장확대될
․
수 있
을 것이며, 내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에 의한 부가가치체인(Value
Chains)의 탈국적화와 더불어 글로벌 아웃소싱 및 해외생산제품의 바이백
(Buy-back)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특히 제조업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적 저항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세계화에 따른 국내외 시장경쟁의 격화는 생산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기업

경영측의 이해와 고용불안 및 노동강도를 제한저지하려는
․
노사간의 갈등이 항상
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현행의 대기업 주도 산업/경제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제도/정책적으로 고용구조의 유연화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 정규조직부
문의 소수 특혜노동자집단(privileged minority)과 중소기업/비정규미조직부문의 다
수 주변노동자집단(marginal majority)간의 노동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노각축사
․
회적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대기업노조
중심의 기존 노동운동조직이 보수화되는 반면, 주변노동자집단을 중심으로 보다 전
투적인 경향의 새로운 노동운동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 세계화를 통해 노동 관련 제도적 규범이 전일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노동시장노사관계의
․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 도입을 위한 제도 개

편이 이루어질 것인 바, 이같은 제도 개혁과정에서 노사단체간의 이해갈등이 예상
되며, 그 제도개혁의 결과로서는 고용 유연화(노동시장)과 노동권 강화(노사관계)
가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상호 타협(trade-off)의 산물로서 이루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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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3. 메가트렌드 (2) 정보사회화(Information Society)/지식경제화(Knowledge Economy)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괄목할 만한 혁신/발
전을 배경으로

정보와 지식이 핵심 생산요소로서 기능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관계가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등 경제-사회-정치 전반에 있어 거대한 구조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두고 정보사회화 또는 지식경제화로 지칭하고 있다.

- 산업화시대를 지배해온 자본-노동의 생산요소를 대신하여 정보-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재의 생산활동이 주된 경제활동영역으로 자리잡게 되고 시공간 압축을
통해 기업활동의 제약이 크게 사라지며, B2B/B2C 등 생산가치의 실현방식이 적
잖게 변화됨으로써 기업들에 있어 노동과정, 조직체계 및 인력활용 그리고 사업
관리방식 등에 있어 소위 디지털 혁명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하게 된다.
- 또한, ICT 발달은 산업지도에 있어 상당한 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요컨대 “산업의 정보화(기존 산업에는 정보기술의 접목/적용)”와 “정보의 산업
화”(정보기술을 응용한 신규 산업의 등장)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고용구조의 변
화를 통해 노사관계에 상당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에 ICT의 적극적 도입/확산 정책에 힘입어 국
내외적으로 “IT 강국”으로 일컬어질 만큼, 정보화/지식경제화 역시 역동적으로 진
행되어 경제/산업구조와 사회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국가 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정보화/지식경제가 전략적으로 추구될 것으로 사
료된다.
○ 이러한 정보사회화와 지식경제화가 지속되어 경제사회적인
․
기본토대로 자리잡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

- 우선, 산업의 정보화는 주로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져 생산인력의 감축을 초래
할 것인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자리 상실의 문제를, 그리고 생산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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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축의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산업화는 지식-정보를 매개로 하는 만큼 기존 생산방식과
는 상이한 노동과정로 재편함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모델의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대신하여 지식노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노사관계가 등장할 것이며, 이같은
정보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환기의 진통/비
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사회의 고용관계는 지식노동의
시장지위로 인해 산업시대의 비대칭적(asymmetric) 교환관계를 벗어나 대등한 계
약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CT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노동방식으로 모바일 오피스 또는 재택근무 등이 확
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시대의 밀집노동에 기반해온 집단적 노사관계는 상
당히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고용관계의 개별화가 현저하게 될 것이다. 또
한, ICT의 활용은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가
기존 남성 위주의 판도에서 여성고령자
․
등의 이질적인 인력 참여로 재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정보사회화는 ICT의 가용인력과 불용인력간에 소위 디지털 차별(Digital Divide)
을 새로운 사회불평등의 경향으로 배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재의 시장경쟁원
리에 내재하는 “승자독식법칙(rule of winner-take-all)"에 의해 (세계화 흐름과
맞물려)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에
는 노동분절선에 의해 배제되는 다수의 주변노동자집단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조
직화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사회화를 통해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노동이슈로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문제를 꼽을 수 있는 바, ICT를 매개로 하는 작업이 증대할 뿐 아니
라 ICT을 활용하는 감시기술이 날로 발달함에 따라 소위 전자 원형감옥
(Electronic Panopticon)의 확산에 저항하여 노동자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장받
으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며, 관련 입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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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가트렌드 (3)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서비스경제화(Service Economy)

○ 서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이 일정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으로서 소위 탈산업화 또는 서비스경제화가 공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탈산업화/서비스경제화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
는 바,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소요 인력은 감축되는
한편 오히려 제조업에서 생산된 가치를 사회적으로 소비-공유하는 서비스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국가별로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지난 70년대부터 제
조업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이나 고용흡수비중이 크게 저하되고 민간-공공서비스부
문의 노동경제지표가 크게 상회하여 왔듯이, 이같은 추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198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자리잡아 왔다.
- 앞으로 이같은 서비스경제화의 추세를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동안
노사관계를 주도하던 제조업부문의 쇠퇴와 더불어 서비스부문의 지속 팽창은 노
사관계의 새로운 태풍 핵으로 등장될 것으로 전망해보게 된다.

○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기존 노사관계의 토대가 되어온 제조업과의 상이한 노동과정과
인력구성을 전제하는 만큼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 서비스 부문의 경우 대고객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인력이 이미 다수 진출하고
있으나, 그 노동과정의 개별화와 높은 노동유동성 그리고 여성들의 노사관계 관
련 연성태도 등으로 인해 노조 조직화 및 집단행동이 매우 제한되어 왔으나, 향
후 제조업 중심의 조직기반이 크게 축소되는 것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조직들에 의
한 서비스부문의 조직화활동이 적극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비스부문이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 노사관계의 핵심 각축장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리고 (최근 강조되듯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부문으로 공공부문의 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를테면 보건의료사회복지교
․
․

육 및 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 만큼 이들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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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향후 우리 노사관계의 주도부문으로 자리매김될 뿐 아니라 기존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이슈를 대신하여 공공부문의 사용자인 정부와의 노정관계가 새로운 각축
의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 서비스부문의 높은 고용유동성(다수 비정규 포괄) 및 여성편재 인력구성과 기존
제조업중심의 노조조직 보수성 등이 맞물려 서비스노동의 다수가 미조직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경우 전통적인 노조조직을 대신하여 대안적인 노동대변조직이 새롭
게 등장될 수 있는 바, 미국 등의 시민운동적 노동자조직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대안적 노동자조직은 기존 단체교섭위주의 노사관계를 탈피하여 개별적
노동보호와 제도개선을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갈등의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
을 것이다.

5. 메가트렌드 (4) 경제활동 인구구조 변화(Change of Economic Population)

○ 산업화 국가 대부분이 경제발전과 연동하는 의료보건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관습의
변화에 의해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수급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노사관
계구도 역시 적잖은 변동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 서구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경제발전 및 의료기술발달 수준에 따라 인구의 자
연수명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여권신장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로 인해 출
산율이 현저하게 저하함으로써 사회/인구구조의 고령화(Aging)를 촉진하고 노동
력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등 새로운 노동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아울러, 이들 사
회에서는 의무교육의 확대(공급)와 정보/지식경제활동비중의 증대(수요)에 의해
인구 전반의 고학력화가 이루어져 왔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축적 성장이 그러하듯이 인구구조의
변동에 있어서도 서구 선진국의 변화속도를 크게 앞질러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바, 인구 고령화와 여성 출산율 하락의 경향성은 현재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노동진입인력의 고학력화 역시 여느 선진국에 못지않
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덧붙여, 최근 경제침체와 가족내 부부관계의 변화에 의
해 이혼율이 급증하는 등 가족해체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변화가 일정하게 음미해
야 할 것이다.
- 63 -

○ 이같은 인구구조의 재편추세는 지난 1960년～-80년대 산업화시대의 연장선에 놓여있
는 최근까지의 노사관계구도에 적잖은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선,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한편으로 생애직업경력의 장기화와 노후생계대비의 경
제활동 등과 관련지어 고령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안정화/보수화
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청장년 인구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되어 이들을 중
심으로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게 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초래하여 서구 국
가들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의 증가세로 연결되어 이질적 노동력구성과 새로운 노
사관계주체의 집단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 고학력화(특히 여성들의)는 관련 지식/정보노동에로의 직업연계를 통해 전반적으
로 노사관계의 개별화/개인주의화로 귀결되는 한편, 전통적인 남성우위의 차별적
인 노동시장관행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학력 여성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충돌-각
축되는 또다른 갈등문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6. 메가트렌드 (5) 지정학적 변동(Geo-political Change)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판도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에
․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최근 10여년 동안 그러하였듯이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우선, 우리나라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최대 변수로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온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이래 눈부신 경제성장의 실적을 보여오면서 일약 세계경제에의 중심축으로 부상
되고 있으면 현재의 성장추세가 향후 지속된다면 경제총규모를 기준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엄청난 인
력공급 그리고 무서운 속도의 기술격차 추격 등을 통해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
일컬을 정도 국제적인 투자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경제에서는
‘블랙홀(Black Hole)'과 같이 인접국들의 생산기지를 집어삼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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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체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다만, 현재 공산당
주도의 정치체제가 향후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한 개방적
시장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심각한 이슈로 이미 안팎에 부각되고 있는 중국사회내

의 불평등양극화문제가
․
그 경제발전의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등과 같
은 여러 변수가 중국 경제의 앞길을 작용할 것인 만큼 그 전망이 그리 분명치 않
기도 하다.
- 이같이, 중국의 경제도약은 우리나라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미 무역교
역 물량기준에서 최대규모의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
의해 중국의 거대시장 및 값싼 노동력을 겨냥하는 자본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교류 및 교
역의존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 경제경쟁력에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할 경우 우리의 국제적인 경제위상 및 산업적 분업지위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 우리 사회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있어 미완의 숙제인 민족통일과 관련하여 현존하
는 남북분단 대치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향후 10
년동안 북한의 지도체제 교체 및 핵무기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인
․
변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한반도 전체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이므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확대
되고 있어 향후 북한경제체제의 개방여부에 따라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분업체제
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겠다.

○ 향후 중국과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어떠한 변화방향을 보이는가는 동북아의 지정

․
학적 구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역시 무시못할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게 된
다.

- 우선, 중국이 현재와 같은 고속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중국의 거대
시장과 저임 노동력을 좇아 ‘脫韓’의 자본이동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소실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같은 생산기지 이전
에 직접 해당되는 노동자집단들에 의한 노사갈등 및 고용안정 이슈가 되풀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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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주요 산업의 기술-생산경쟁
력에 있어 우리 기업들을 추월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산업부문의 대외 상품수출
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되어 이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
제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새
로운 분업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상당한 구조개편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이며,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이 전개될 경우에는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
계 위협을 이유로 다양한 노사분쟁 또는 노정갈등이 빚어질 수 있겠다.

- 다른 한편으로, 중국 경제가 이후에 정치사회적인
․
이유로 하여 침체국면에 들어
가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할 경우에도 교역과 투자에 있는 높은 의존도를 보
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역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대
중국 수출 부진과 투자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악화와 국가경
제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 노동부문 전반에 고실업과 구조조정의 진통 그리고 이
를 둘러싼 노사분쟁 및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게 된다.
- 북한의 체제불안이나 군사적 대결국면 촉발과 같이 현존하는 남북관계가 크게 불

안정화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경제의
․
안위에 직접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이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더욱 악화고조되는
국면
이 전개될 경우에는 국내 노사관계는 자연히 체제전반의 위기/불안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점
차 확대되어 안정적인 상호 분업체계를 갖출 경우에는 북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

용하려는 생산기지 진출이전이
더욱 활발하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
남한 지역내 해당 부문에 적잖은 일자리변동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다
소간의 노사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7. 소결: 노사관계의 정책적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10년동안 전개될 주요 구조변동의 메가트렌드가 우
리 사회-경제 전반에 대해서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심대한 영향을 줌과 동
시에 적잖은 난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표 1>에서 예상되는 영향
이슈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종합정리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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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의 흐름과 관련해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우선, 국내 진입의 해외 다국적기업과 해외 진출의 국내 다국적기업들의 사업활동
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이들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국내외 노동운동의 조직화 활
동이 역시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다국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고
용(생산기지 이전/폐쇄) 및 경영윤리(예: 이전가격문제) 등에 적잖은 영향을 줌과
동시에 주요 노사갈등의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일부 유럽국가에
서 정책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다기업의 경영규범』준칙을 마련하여 국내외 다
국적기업들의 건전/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요망된다.
- 세계화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서 FTA와 경제자유특구 및 기업도시 그리고 글로
벌 아웃소싱 등과 같은 국내외 분업체계의 재편이 더욱 진척됨에 따라 산업부문
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경제개방 정책의
추진에 있어 사후적인 노동 및 사회적 파장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야 할 것이며, 퇴출산업부문의 인력재배치를 위한 산업인력개발 정책
을 강구시행토록
․
함으로써 이러한 경제개방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
을 전향적으로 해소-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향후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은 세계화 및 국내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편 현행의 고용허가제를 개선-발전시켜 국내 노동시장
의 수급동향에 맞추어 이주인력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관리기
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최근 프랑스 이주노동자 시위

사태에서 잘 보여주듯이) 이들 이주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배제소외시키기
․
보다
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인력구성층으로 적극 포용-대우-활용하는 고용인력 다양성
(Diversity of Working People)원칙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련 노동/사회권의 개
선을 도모하는 노동정책을 수립추진될
․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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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에 따른 노사관계 정책과제
메가트렌드

노사관계 영향

정책과제

세계화

- 국내외 다국적기업활동 증대
- FTA와 경제자유특구 확대 및 기업들
의 글로벌 아웃소싱 등에 따른 산업부
문별 고용문제 발생
-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집단분쟁 확대
- 노동/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주변노
동자 중심의 노사갈등 심화 우려
- 국제적 제도규범 전일화을 둘러싼 노
사정 갈등 발생

- 다국적기업 경영규범 정립
- 국내외 자유무역지대 및 국제분업확대
관련 산업인력 조정/개발정책 강구
- 국가 경제인구의 다양화 촉진을 위한 포
용정책 마련
-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통합의
노동정책 추진
- 사회적 대화기구의 활성화를 통한 제도
개혁 관련 이해갈등 조정기능 활용

정보/
지식사회화

- 생산기술혁신에 따른 양질 일자리 감
소 및 고용감축 관련 노사갈등 발생
- ICT산업부문에 형성되는 노사관계의
제도미비에 따른 갈등예상
- 디지탈 디바이드의 소외계층 발생
- 전자감시 관련 노동인권/프라이버시문
제 빈발

- 기업차원의 전환배치전직지원프로그램
․
개발/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 재택근무 등의 신종 작무형태에 대한 근
로기준 마련
- 정보화 사회성인교육 지원
- 사업장감시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및 보
호입법 추진

탈산업화/
서비스경제

- 공공/민간서비스부문의 노사관계 영향
/비중 증대
- 미조직노동 대상의 대안적 시민단체활
동 확산

- 공공/민간서비스부문의 노사관계 안정화
정책지원
- 미조직노동의 이익대변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 구축/지원

인구구조
변화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관련 사회마
찰 발생
- 성차별 노동시장관행에 대한 여성 저
항/갈등 빈발

- 고령인구의 취업 지원/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 양성평등적인 노동시장/노사관계관행 구
축 유도/지원

지정학적
변동

- 대중국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산업공
동화 및 일자리상실에 대한 조직노동
의 반발 확대
-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노동
문제 발생 우려

- 산업고도화/기술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사정산업정책협의 활성화
- 통일 대비와 대북 경제교류 확대를 대응
하는 정책 개발

- 세계화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

격화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취약주변노동계층의
․

취업능력

(Employability) 뿐 아니라 직업상승이동을 지원-촉진하는 사회적 직업훈련체계의
정비개선
․
등을 통해 노동분절성의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불평등구조를 재

생산하는 핵심 배경원인이 되는 수출원청대기업-내수하청중소기업간의 경제양극
화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나가지 않을 수 없는 바 특히 전자의 대기업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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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과 수익 분배확산
․
(trickle-down)의 사회적 책임을 자임할 수 있는 제도
적 유도와 정책 견인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후 우리의 노동관계 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맞출 것으로 요구하는 국내외의
요구압력이
․
가중되는 여건하에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제도선진화로드맵 추진

과정에 여실히 드러나듯이)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갈등이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이해갈등의 합리적 조정
을 위한 사회적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경주될 필요가
있겠다.
○ 정보사회화 또는 지식경제화의 흐름과 관련해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검토강구하는
․
것이 요망된다.

-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조)산업의 정보화’에 따른 성력화(省力化), 즉 고용
흡수력 저하문제와 이와 관련 잉여고용인력의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
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잉여인력의 전환배치와 전직지원
(outplacement service)을 활성화하는 기업차원의 고용유연성 제고방안을 정책적
으로 개발-유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의 산업화’에 따라 등장하는 ICT-BT-NT 등의 신흥 산업부문에 있어 새롭
게 등장하는 고용/직무형태들의 근로기준 및 노동권 보호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강구함으로써
․
산업구조 및 노동패턴의 빠른 변화에 정책대응이 부합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정책지체(policy lag)”현상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정보사회화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노동양극화문제를 대처․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소외계층(예: 고령자, 저학력자, 저소득자)에 대한 정보화의

사회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교육훈련의 공급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육성발전
․
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 ICT 발달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기제의 활용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개인프라이버시 및 노동인권 침해와 노조 활동의 통제 등과 같은 문
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업장감시 관련 입법 및 사회적 규범 창출을 위한 정책가이
드라인을 강구제시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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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화의 흐름과 관련해서 다음의 정책과제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
다.
- 공공민간서비스부문이
․
향후 고용비중이나 노동문제 등에 있어 새로운 노사갈등
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보호
또는 현장문제 파악이 소홀히 되어온 이들 서비스부문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망된다.
- 서비스 노동의 개별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장 노동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기존 노조
를 통한 조직화와 이익대변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대적 고용비
중이 높은 이들 서비스부문의 미조직 노동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감

․
시고충해결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비노조NGO단체들과의 긴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

볼 필요가 있겠다.
○ 인구구조 변동의 흐름과 관련해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검토강구하는
․
것이 요망된다.
-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증대와 권리의식 제고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관행과의 마찰갈등이
․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낡은 고

용관행/문화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적인 노동현장풍토를 확립해 나가도록 보다 실

효성 있는 행정감독체계를
․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고령자 본인
의 생계확보 필요에 의해 이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고령자 인력의 취업활동을 촉진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

도 또는 정책기능이 불비한 상태에서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노동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취업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체제를 강구발전시
․
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변동의 흐름과 관련해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검토강구하는
․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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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 경제의 향후 위상 모색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연대
를 유도촉진하기
․
위한 산업-지역 차원의 노사정 협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겠다.

- 남북간 경제교류확대와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대비지원하기
․
위한 노사정간의 긴
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체제이질성에서 비롯되는 예상노동문제를 대처
․
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연구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사람입국과 사람경쟁력 제고 정책(조우현)

1.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

21세기 벽두 한국경제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아날로그 산업사회는 디지

털 지식정보사회로, 보호특혜경제는
․
개방무한경쟁시대로 바뀌고 있다. 고성장과 저실업
의 시대는 끝나고 중저성장과 고실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무한경쟁과 지식정보화,
중국의 급부상 및 양극화 현상 등은 한국경제가 패러다임 전환국면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가. 자본경쟁력시대에서 지식경쟁력 시대로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
이고,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자본에서 지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견되어 왔다. 이
미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정부 및 OECD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에 지식경제 혹은 지식
기반경제12)가 산업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
러한 예측은 자본이 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산업시대가 가고 지식이 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식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 확산과 자본의 국제간
12) 지식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혁신능력이 성장
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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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국가 및 기업경쟁력의 핵심적 결정요
인이 되고 있다.
경쟁력의 원천이 자본에서 지식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경쟁력의 요소로서 종전의 기술,
관세, 규제, 규모의 경제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인적자원이 경쟁력을 결정하
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이래 사업 환경과 제품 사이클이 보호경제체제하
에서 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패러다임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업 환경과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뀔 때는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
이 필요하고 지속적 혁신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이 필수적이다.
지식은 자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자본설비와 달리 지식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여러 경제주체가 공유하
면 할수록 생산성이 더욱 증가하는 집단재(collective goods)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집단재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패러다임은 자본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패러다임과 다르다. 따라서 지식을 위한 새로운 국가패러다임이 요청된
다. 산업자본사회가 대량생산을 위한 패러다임이었다면,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 창출, 공
유 및 확산을 위한 지식패러다임이 주축을 이룰 것이다.
나. 보호특혜경제에서
․
글로벌무한
․
경쟁체제로
1960년대 이래 30여 년 동안 한국의 성장정책의 핵심은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 및 특혜
를 통한 육성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재벌기업은 정부특혜에 의해 육성되었고
국내시장의 보호와 규제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관행화 되었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산업과 금융이 부실화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호 및 특혜의 한국경제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래 개방을 통해 무한경쟁
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은 각종 규제 및 투자 장벽 제거를 통해서 상품
교역은 물론 금융, 서비스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한경쟁체제로의 변화는 더 이상 보호 및 특혜의 제공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없게 하였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관세장벽에 입각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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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무한경쟁체제는
․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를 자본에서 지식으로 이동시

키고 있다. 필요한 자본은 외국에서 꿔올 수 있지만 지식의 소유주체인 사람은 상대적으
로 빌려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자본 확보 여부 보다는 기업의 지식흡수․

창출 활용 능력에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그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또한, 지식정보시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산업시대의 보호특혜경쟁에서보다
․
상대적으

로 개별기업의 독립적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경쟁은 기업단위를 넘어 공급망, 고객
등 이해관계자 단위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A기업과 B기업의 경쟁은 의미가 없고 A기업과
A기업의 협력사와 B기업과 B기업의 협력사간 경쟁이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경쟁 환경에
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공급망 혹은 이해관계자간 정보공유, 나아가 신뢰의 확보
이다. 따라서 지식정보시대, 무한경쟁시대에는 경제주체간 협력할 수 있는 힘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지식정보시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보
다 많은 기업들이 ‘협력(collaboration)할 수 있는 힘’이 더욱 강조된다. 경쟁의 구도가 기업
대 기업의 경쟁에서 기업공급망 대 기업공급망의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기업들과 협
력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제 질서의
효율성 및 공정성,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보호 특혜경제 체제하에서보다 훨씬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되었다.
무한경쟁시대에는 다국적기업 특히, 고부가가치 다국적기업의 유치여부가 국가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다국적기업은 국제이동이 자유로운 막대한 자본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유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그 나라의 전문 인력의
수준과 규모이다. 예컨대, CISCO사가 200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R&D 센터 입지를 한국
으로 결정했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이 한국의 IT 분야 가용인력이었다고 한다. CISCO는 싱
가폴과 한국을 두고 입지를 고민했는데 싱가폴의 IT 전문 인력보다 한국은 10배나 되는
IT 전문 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중국의 급부상과 저임금 경쟁력의 상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는 80년대 이래 최근까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통해 고속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은 80년대 후반 일본기업들이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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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찾아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중국경제는 1978～2000년 연평균 9.5% 고성장을 보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향후에도 계속 7～8% 성장시 2010년에는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중국은

1996년부터

기계전자석유화학자동차건설
․
․
․
․

및

건재경방직
․

등

선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급속한 공업화는 산업간 국제경쟁력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대량생산위주의 경공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미
추월하였다. 한국의 전략산업이었던 자동차, 전자제품 등도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
차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근로자가 손, 두뇌, 창의적 마인드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적 추락 및 붕괴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대두될 수도 있다.

2.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한국경제는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 있어 과거의 패러다임, 사고방식, 정책을 구조조정하
여 새로운 패러다임, 사고방식, 정책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는 여러 징후가 있다. 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성장잠재력 약화

성장잠재력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노동, 자본을 완전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능력을 말한다. 이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를 예고해 준다.
성장 잠재력은 노동 및 자본 투입량, 그리고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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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수준의 기여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를 살펴보는데 미리 이해하여야할 기초개념들은 성장률, 성장에 있어
서 자본기여율, 노동기여율, 기술진보요인 기여율 등이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경제학자인 Solow(1956, 1957)는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을 정립하였다. 그는 한 사회경제
의 총 산출량(Y)을 자본투입(K), 노동투입(L) 그리고 기술진보 등 기타요인(F)의 세 요소로 설
명할 수 있는 생산함수를 설정하였다. 즉
Yt=f(Kt, Lt, Ft) ············································································································ [1-1]
Solow는[식1-1]을 이용하여 총 산출량의 증가분 (즉 Yt의 증가)을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
였다. 즉 Y의 증가를 자본, 노동 및 기타 요인의 기여도의 합으로 분해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식1-2]로 정리된다.
산출량(Y)
의
변화율

자본(K)
=

의

기술요인(F)
+

노동(L)의
기여율

기여율

+

의

············· [1-2]

기여율

산출량의 변화율(이를 흔희 경제성장률이라고 한다)중 자본과 노동의 기여율을 빼면 기술
진보에 의한 기여율이 나오는데, 이것이 유명한 Solow잔차(Solow residual)이다.
기타 요인에 의한 기여율은 흔히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불린다. 총 요소
생산성이란 요소투입량 증대가 아닌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량 증가율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식1-2]를 살펴보면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증대 없이도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노동으로 보다 높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으면 이는 기업, 경제,
사회의 전반적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생산요소전체의 이용에 있
어서 높아진 효율성 즉, 총 요소생산성이란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생산성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13)은 1980년대 7.8%에서 1990년대 6.3%로 하락하였고 2003년부

터 2012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5.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한진희최경수
․
,
2003).

(1)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현상인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잠
재성장률이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기로 진입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논리에 입각

13) 잠재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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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생산요소를 축적하고 선진기술
을 모방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자본축적이 진전되면서 신규투자의 생산성은 하
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반드시 옳지는 않다.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한지
오래된 미국경제의 경우, 1996년 이후 그 이전 20여 년 동안 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기록
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1996년 이후 1973년부터 95년까지 22년간의 구조조정기간의 성장률
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즉, 한
국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률이 불가피하게 낮아진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무엇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가가 규명되어야 한다. 앞에
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은 노동기여율, 자본기여율, 기술요인기여율의 합으
로 계산되는데([식 1-2] 참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노동기여율, 자본기여
율, 기술요인기여율 각각이 모두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동력 감소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03년 기준 71.7%이다.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김동석(2004)에 의하면,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 이후에
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저하가 노동인력을 감
소시키고,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증가해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가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전망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섰고 2019년경에는
노령인구가 14%를 상회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인 사회가 고령화 사회라
고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
하는 게 불과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데 115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유례없는 초고속 고
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5.1%까지 낮아질 경우 경제
성장률은 5.4% 만큼이나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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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진한 설비투자

설비투자가 침체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의 투자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IMF 이후 설비투자증가율은 크게 둔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외환위
기 이전 연평균 10.7%에서 이후 2.2%로 크게 둔화되었다. 동기간동안 일본은 8.8%, 싱가
포르는 10.8%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미국(4.8%)과 영국(4.5%) 등
선진국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는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을 초과하는 현상에서도 읽을 수 있다.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을 초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과거에 비해 국가경제나 기업부문의
여유자금은 풍부해졌으나,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저축률과 국내총투
자율간의 격차가 외환위기 이전(’90～96)의 -1.4%에서 외환위기 이후(’97～’04.1/4)에는
4.1%로 반전되었다.
미래 성장잠재력의 향상은 기업이 국내에서 공장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
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내일의 생산량도, 고용도 늘릴 수 없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IMF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 및 양적 구조조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투자 부진은 일본의 장기불황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미래 성장능력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3
년 말 국내 제조업체 평균 부채비율은 98년 303%에서 2003년 123%로 하락, 지금은 미국
(154.8%)이나 일본(156.2%·2002년 말)보다 낮은 수준이다.
둘째,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기업들이 중국, 동남아국가의 기업에 비해 경쟁력
을 상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할 대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 한국기
업의 비교우위는 규모의 경제, 혹은 저임금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 동남아 기업들에
의해 전통적 비교우위는 상실되었다. 한마디로 중국기업보다 한국기업이 더욱 잘할 수 있
는 일이 별로 없어진 것이다.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도처에 널려있었던 눈에 보이는 투자사
업(예컨대 고속도로 건설)이 사라지고 바늘구멍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투자사업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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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향후 잠재성장률의 핵심결정요인은 총요소생산성이 될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량 증대가 아닌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량증가율을 말한다. 노동투입
량이나 자본투입량 등 요소투입의 증가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요소생
산성 향상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 예컨대 2%포인트에 이르면 2012년까지 10년간 우
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5.2%에 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4%대로 낮아지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 2003).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35년 동안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에 기여한 비율은 21%로 다른 강대국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
하다. 프랑스는 49.3%, 영국은 50.7%, 이탈리아는 59%에 이른다. 독일은 무려 62.1%로 나
타났다[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 2004 참고]. 즉 한국 경제 성장은 노동ㆍ자본 투입에 지나
치게 의존한 결과, 기술혁신주도의 성장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역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14) 총요소
생산성증가율은 80～85년 2.30%, 90～95년 1.41%, 95～2000년 동안 1.22%, 2000～2003년
동안 0.47%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에 의한 성
장기여도는 크게 떨어지는 추세이다.

나. 국제경쟁력 위기

(1)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이란 노동1단위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산출물의 양을 의미하는데, 한국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현재 <표 Ⅴ-1>에서 보듯이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OECD 제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최하위에 머문다.

14) ‘성장요인 분석결과’보고서,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업반, 2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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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노동생산성 국제비교(미국=100)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1980
71.8
87.2
59.0
72.6
104.1
17.3

전 산업
1990
68.7
96.2
63.8
75.8
125.3
26.4

2000
69.0
87.1
91.5
68.9
74.1
120.6
34.8

1980
85.0
90.0
65.7
66.1
112.9
21.3

제조업
1990
76.8
83.5
73.1
61.3
117.3
25.9

2000
74.0
63.5
80.8
65.4
50.6
105.2
44.0

자료: 서중해(2005),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Ⅱ)”, KDI 보고서, 2005. 3. 7.

한국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44.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의 절반에
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프랑스, 캐나다, 독일 과 비교해 보아도 2/3수준에 불과하다.

(2) 비교 우위산업 및 품목의 감소

한국은 자동차 수송 정보기술(IT)기기 등 주요 산업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벌어지는
한편 쫓아오는 후진국과의 격차는 축소되는 현상 이른바 '넛 크래킹(진퇴양난의 위기)' 현
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기준으로 한ㆍ중ㆍ일 3국의 17개 제조업을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비교
우위 산업은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다.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개
와 5개인 반면 한국은 하나도 없다. 우리보다 앞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격차가
커지는 한편 뒤쫓아 오는 중국에는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서중해, 2005).
또 95년과 2001년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중국에 추월당한 품목
은 전체(2770개 품목)의 12.1%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이 중국을 추월한 품목은 7.4%에 불
과하다(서중해, 2005).
요컨대 핵심 산업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앞서 나가고 있다. 핵심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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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의 경쟁력 위기

21세기 초의 지식정보화 세계에서의 경쟁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모
회사-자회사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있어서의 경쟁이다.
한국의 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은 모회사-자회사간 협력 네트워크에서 대기업에게 우월
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는 대기업-중소기업관계를 zero sum game
구조로 고착시켰다. 예컨대 원가상승의 요인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전
가되고 원가절감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차지하였다.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지나치게 낮은 노동생산성, 지나치게 낮은 자본생산성 등은 이러한 대기
업・중소기업간의 zero sum game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혁신의 능력을 점차 상실해 왔으며 그 결과 모회사-자회사 협력네트워크의 부
실로 한국의 국제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의 퇴조에 기인한다. 우선 중소기업
의 혁신능력은 대기업의 혁신능력의 절반도 안 된다고 평가되고 있다.15) ‘혁신형 중소기
업’16)도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10만여 곳(2003년 기준) 가운데 2.3%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17) 이 문제의 심각성은 중소기업혁신
능력이 그동안 크게 퇴조해 나왔다는데 있다.
지식정보화세계에서 경쟁은 기업간 경쟁이 아니다. 협력사 혹은 고객과 연계한 공급망간
경쟁이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세계에서 몇몇 대기업의 수익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다수
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면 공급망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에
는 대기업들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한 국가의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각 부문간에 상호 연계되어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은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키우지 못했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결국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15) 한국개발연구원(2003)에 의하면, 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한 비중은 31%인 반면,
대기업은 79%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핀란드(44), 이탈리아(37), 프랑스(34), 독일
(59) 등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연구개발(R&D)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했거나 기술 개발 능력을 가진 기
업들로 중소기업청이 인증하는 이노비즈 기업과 각 벤처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17) 자료 : 산업자원부, 2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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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 위기

(1)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

성장률하락 및 국제경쟁력 약화의 결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
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향후 이러한 사정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고용률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고용률 2004년도 기준으로 63.3%로 주요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보다 훨씬
낮고 (<표 Ⅴ-2> 참조)

OECD 30개국 평균(65.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의

여성 고용률은 52.2%로 OECD 평균인 55.8%에 못 미치고 있다.
<표 Ⅴ-2> OECD 주요 회원국 고용률실업률
․
비교
(단위 : %)
고용률

실업률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61.2

61.5

62.1

63.3

63.0

63.6

2.5

4.3

3.9

3.2

3.5

3.6

멕시코

58.0

60.9

60.1

60.1

59.6

60.8

3.1

2.2

2.2

2.5

2.6

3.1

프랑스

60.8

61.7

62.7

62.9

63.2

62.8

9.4

10.3

8.6

8.7

9.0

9.6

독일

64.1

65.6

65.8

65.3

64.6

65.5

4.9

7.8

7.9

8.7

9.4

9.9

일본

68.6

68.9

68.8

68.2

68.4

68.7

2.2

5.0

5.2

5.6

5.4

4.9

미국

72.2

74.1

73.1

71.9

71.2

71.2

5.7

4.0

4.8

5.9

6.1

5.6

영국

72.5

72.4

72.8

72.7

72.9

72.7

6.8

5.6

4.8

5.1

4.9

4.7

네덜란드

61.1

72.9

74.1

74.5

73.6

73.1

7.7

2.7

2.1

2.6

3.6

4.7

캐나다

70.3

70.9

70.8

71.4

72.2

72.6

8.2

6.9

7.3

7.7

7.7

7.2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우리나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으로 접근함에 따라 향후 여성과 노인에 의한 일자리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 적어도 21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일자리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의 달성
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5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0만개를 밑돌 것이라는 게 민간
연구소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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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없는 성장

더구나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이 계속되고 있다. 1980～90년대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8만 명의 고용이 늘어났다. 하
지만 최근에는 고용증가가 3만5천명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4년 우리 경제는 4.7%
성장했으나 취업자는 1.9% 증가에 그쳤다.
경제가 다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IT주도의
성장을 들 수 있다. IT분야의 경우 투자는 자본집약적 투자로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반
면, 자동화나 업무재설계(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등으로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도 3개의 일자리
가 줄어들면 1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경제가 다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외환위기이
후 일반화 되고 있는 양적 구조조정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
정을 낡은 시스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두지 않고 단순히 노동비용 절감으로 대처
했다. 인력감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양적 구조조정의 단기처방이 일반화 되었다.

(3) 고용의 질 악화

한국경제의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수급격차 이외에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단시간 취업자를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자이다. 비정
규직은 2004년 540만 명으로 2003년 460만 명에 비해 1년 새 80만 명이나 늘었다. 특히 1
주일에 18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가 한 해 동안 25만 명이나 늘어나 105만 명을 넘어섰
다. 주 30시간미만 일한 부분취업자는 244만2천명으로 19.6% 증가한데 반해 주36시간 이
상 취업자는 2.2% 감소했다.
전문직 종사자도 전체근로자의 18%로 선진국의 38%에 불과하다. 예컨대, 금융부문을 보
면 금융종사자 중 전문 인력비중이 한국은 9%임에 반해 홍콩은 44%, 싱가폴은 51%에 이
른다.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낮은 것은 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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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극화 문제의 심화

한국경제가 성장률저하, 국제경쟁력약화 그리고 일자리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한
위기가 앞으로 쉽게 극복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경제전반에 걸친 심화된 양극화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
과 내수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 및 그 심화현상으
로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양극화 심화현상으로
내수는 위축되고, 내수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일자리 문
제를 약화시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이는 다시 내수침체를 견인하여 성
장을 더욱 둔화시키고 경제를 저성장으로 고착화 시키게 된다.

(1) 수출과 내수부문간 양극화

수출과 내수부문의 양극화는 경제활동의 양극화 중 가장 심각하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은 GDP에서 수출과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GDP대비 수출비중은 40.5%에서 2004년 1/4분기에는 54.1%로 큰 폭 상승하
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내수비중은 66.3%에서 64.5%로 하락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중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5.0%에서 53.5%로, 설비투자 비중은 11.3%에서 11.0%로
각각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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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수출과 내수의 대GDP 비중

(2000년 가격기준)

자료 : 한국은행(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금융경제연구원, 제 184호.

수출과 내수부문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수출증대가 투자 및 고용
확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는 연결고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수출은 주로
IT부문에 집중되었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산업의 경우 산업전후방 효과가
적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었다. 수출도 소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 수출 위주의 대
기업과는 달리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은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어려워졌다.

(2) 소득 및 빈부 격차의 확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급속한 양극화 심화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소득분배가 외환위기 이후 OECD 국가들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빈곤층도
급증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GINI)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가
처분소득 기준으로 추정한 한국의 지니지수는 0.358(2000년)로서, 불평등도가 비교적 높은
미국의 0.335(1986년)나 영국의 0.303(1986년)보다도 더 높다(한국개발연구원, 2003).
지니계수 추이가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상위계층의 소득은 상승세를 회복한 반면,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상승이 정체되면서 도시근로자 및 자영업 가구를 포함한 전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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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정체된 것은 정규직 대비 임
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규직과 임시일용직간
의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는 90년대 이후 확대
되어 왔다. 한국의 빈곤율(중위소득의 40%이하 계층의 비중) 역시 11.5(2000년)로 미국의
10.8(2000년), 영국의 5.7(1999년)보다 높다.
이와 같이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한국의 소득재분배 및 사
회보장 수준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
회복지 지출비중은 2000년 현재 10%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11.5%), 미국(14.1%),
영국(20.8%), 프랑스(27%), 네덜란드(29.2%), 스웨덴(32.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유
경준, 2003).
교육투자의 소득계층간 격차도 심화됨으로써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가구소비실태조사(2002)’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4.6%,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8.1%로 10분위 계층의 교육비지출비중이 1분위 계층보다 1.8배나 높다. 특히 사교
육비 지출비중은 각각 3.3%와 9.0%로 2.7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교육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1분위의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81만원인 반면, 10분위는 484만원으로 1분
위의 약 6배나 된다.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무려 9배(1분위 33만원, 10분위는 299만원)에
달하고 있다.

(3) 양극화는 지속적 발전의 장애요인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양극화는 내수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내수산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한다. 중소기업의 부실은 다시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성장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양극화
가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둘째, 양극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우선 중소기
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약화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
화시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 시너지를 창출할 기반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
자리 문제를 악화시킨다.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300인 이하
의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99%이다. 넷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
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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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더군다나 환율이 바뀌거나 물가가 오
르는 등 새로운 충격이 오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우리경제는
특히 사회안전망이 약한데다 주택이나 사교육비 등에 돈이 많이 들어 새로운 충격이 오게
되면, 없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배구조 악화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피해를 보겠지만 장
기적으로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 침식, 계층간 이동성 약화와 사회계층 고착화로 인한 경제
의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적 통합 부재로 인한 사회불안, 신뢰성 부재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위협할 것이다. 특히 무한경쟁 및 지식격
차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양극화 문제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 ‘수출입국’과 ‘사람입국’패러다임

가. ‘수출입국’ 패러다임의 위기

1960년대 중반 이래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비약적이었다. 비약적인 한국 경제성
장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1750～1850년간 약 100년에 걸친 산업화, 일본에서는 1890～1960
년간의 70년에 걸쳐 일어난 산업화가 한국에서는 불과 30년 만에 성취된 것이다. 선진국에
서 약 1세기에 걸쳐 일어난 변화가 한국에서 1965～1995년의 30년간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압축형 경제성장이라고 부른다. 이는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
의 ‘수출입국’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 즉 수추입국의 패러다임하의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가격경쟁력이었다.

대기업들이 조립가공의 대규모 조립 공장을 건설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중저가의
․
표준화된 저부가가치 제품을 싸게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고 고
용이 창출되는 성장모델에 의존하였다.

재벌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재벌에게 금융세제행정상의
․
․
각

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림 Ⅴ-2〕는 수출입국 패러다임을 나타낸 것이다. 즉 대기업에
대한 특혜, 보호 및 저임금 체제 → 대규모 설비투자(규모의 경제 추구) → 저부가가치의
표준화된 제품생산 → 수출호조 →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메커니즘이 박정희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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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립한 수출입국이다. 이것이 1965～95년 동안 한국경제 성공의 열쇠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의 전개로 선진국의 중산층, 부유층은 차별화된 개성적
인 제품을 수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및 개도국 등 저임금 국가의 부상으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대기업의 수익률은 크게 하락하였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글로벌 경제의 전개이다. WTO체제 수립 전후 한국에서 대
기업에 대한 특혜, 보호의 제공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공정경쟁의 시대가 전개됨
에 한국대기업의 수익률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림 Ⅴ-2〕 수출입국 패러다임: 고도성장

세계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 과거 고도성장에 도취한
재벌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복, 과잉투자가 심각히 전개되었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과감히 행하였다.
대외적 세계경제여건의 변화, 즉 선진국 지식정보화 전개,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 글로
벌라이제이션의 전개에 따른 공정경쟁의 요구 등과 국내적 여건 변화 즉 차입경쟁에 의한
과도한 다각화 → 과잉투자, 중복투자 → 재벌기업의 부실화 → 금융기관 부실채권 누적,
금융 부실화의 가중이 전개되면서 IMF경제위기가 마치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쳐 대량실업
을 낳은 것이 1997～1998년의 일이었다.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지난 7년간 국내에서 기업부문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질적구조조정 즉 세계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경제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제
품을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변화는 한국에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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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 재계, 학계는 앞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에 입각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계는 미
래를 위한 투자에는 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대변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 경제는 설비투

자회피 →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제품생산 저조 → 비교우위 산업품목
․
감소 → 저성장

이 심각한 현실로 전개되고 있으며 저생산성, 중소기업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문제 심
각 등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의 본질은 바로 수출입국 패러다임의 위기이다. (〔그림 Ⅴ3〕참조)

〔그림 Ⅴ-3〕 수출입국 패러다임: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기(1997～)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965～95년 까지는 수출경쟁력 (또는 국제경쟁력)은 표준화된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것이었다. 경쟁력의 기반은 대량생산체제와 저임금이었다. 특히 대기
업의 물적자원 경쟁력을 중시하는 수출입국 패러다임은 과거 30년간에는 한국경제 성공의
열쇠였지만 현재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한국이 장기불황과 침체를 겪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나. 새로운 패러다임 : 사람입국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진 대내외적 환경 하에서 과거의 낡은 ‘수출입국’패러다임에 기반
을 두는 성장 중심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 양극화로 지속적 발전을 이룩할 수 없음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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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지고 있다. 수출입국 패러다임은 선진국에서 중저가의
․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
가 강했던 시대, 다른 개도국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보호와 특혜
가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시비가 붙지 않고 묵인되었던 시대에는 유효하지
만 지금은 그러한 여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물적자원 경쟁력 제고의
정책은 유효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지식정보화시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중국 등 다른 개도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국’ 발전모델을 제안한다. ‘사람입국’에서는 물적자원경쟁력 대신
사람경쟁력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점을 천명하고자 한다.
‘사람입국’ 패러다임은 [그림 Ⅴ-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사람입국 패러다임은 세계경
제 및 국내여건이 수출입국 패러다임의 상황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세계 경제 환
경은 지식사회가 전개되고, 글로벌 무한 경쟁이 치열하며, 중국 등의 개도국이 바짝 추격
해오고 있다. 사람입국패러다임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제
품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 한다.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람입국의 패러다임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정규교육과정인 초중고등교육
․ ․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

고 기업에서의 교육, 훈련,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창의적 평생학습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및 사람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진보를 강
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여 고용창출이 지속된다. 사람경쟁력이 높으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입이 저절로 이루어져 고용창출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그림 Ⅴ-4〕 사람입국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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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과 기술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량 실업이 일
어날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경쟁력 강화가 없으면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기
회를 상실함으로써 실업의 장기화, 만성화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투자 및 사람경쟁력 제고야 말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경제정책이자
양극화를 개선하는 복지정책이자 사회통합정책이 된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추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며 헌신하는
지식근로자는 과학기술자, R&D 분야 종사자, 경영자, 지식을 응용하는 창의적 근로자뿐만
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 정치인 및 비영리기구 자원봉사자 등을 포괄한다. 따라
서 사람경쟁력은 [그림 Ⅴ-5]에서 보듯이 기업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도경쟁력을
높인다.

〔그림 Ⅴ-5〕 사람입국 비전체계 흐름도

【사람경쟁력이란?】
사람경쟁력은 인적자원경쟁력보다 넓은 개념이다. 사람경쟁력은 근로자 이외의 과학

기술자, R&D 종사자, 기업가들의 역할 그리고 신뢰협동
․
등을 낳는 인간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추가로 강조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사람경쟁력을 한 개인의 입장에서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손」, 「머리」,
「창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일하며 서로 헌신하는 경우에 나오는 생산
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손」에 의한 제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경험, 학습에 의해 「두뇌」에 의한 제조를 행하며 「손」,「두뇌」 뿐만 아니라 「가

․
슴」까지 이용하여 「창의창조
마인드」를 갖고 일할 때 그리고 노사간, 노노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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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때 나오는 생산성 향상이 사람경쟁력이다. 고학력의 과학기술
자, 연구개발종사자들이 「손」, 「두뇌, 「창의창조
․
마인드」를 갖고 일해야 함은

당연하며 더군다나 기업가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사람경쟁력이란 높
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추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
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헌신협력하는
․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높은 생산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제도경쟁력이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보장, 재산권의 확립 및 노사간의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보장과 재산권 확립은 창의혁신
․
정신
이 발현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한 세계경제에 필수적인 기업유연성을 위한 노사
간의 협력, 양분화된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계층간의 협력 등을
낳는 제도 등도 다름 아닌 사회적자본형성이다.

지식사회경제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스템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이다. 운영의 효
율성은 전적으로 사람이 결정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교육 투자 관련 제도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정규교육, 초중등교육을
․
통해 창의창조정신을
․
갖춘 인재가 배출되는 정규교
육제도, 지식정보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체계, 기업현장에서의 훈련, 교육,
학습을 위한 직장 내 평생학습 체계의 효율성 등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이 없을 것이다.
교육훈련이야말로 21세기 최선의 경제정책이며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정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 및 교육훈련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계, 관료, 정치인, 그리고 노
사관계 당사자 등의 참여에 의한 혁신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초점을 기업의 학습훈련제도에
․
의한 사람경쟁력 제고에 국한한다. 분량

의 제약상 정규교육제도, 평생교육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이
논문이 갖는 한계가 된다.

4. 사람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가.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학습인프라 구축

WTO체제하의 경쟁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국제 경쟁이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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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망간 경쟁이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공급망간 연합경쟁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돋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과 같은 기업 공급망간 경쟁시대에는 대기업의 성공은 결국 중소기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고 중소기업의 성공도 대기업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 차원의 학습역량 제고
도 중요하지만, 기업간 협력을 통한 학습역량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
기업의 학습능력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그
들과 협력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유효한 대안이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차원의 사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여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심각
한 수준이다. 대기업은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여력과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만 중
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을 이룩
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대기업의 성장 원동력 중에서 상
당 부분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사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조
성작업이 필요하다.

나. 교대조 확대전환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체는 100인 이상 사업체중에서 43%를 차지한다. 전체 사업장
에서 초장시간 근무체제(2조, 3조 및 격일제 근무)가 40%, 4조가 약 3%를 차지한다. 초장
시간 근무체제 중에서 2조가 약 60%(전체의 24%)를 차지한다.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3조 근무제가 49%나 된다(노동부, 교대제 실태조사, 2001).
4조를 제외한 2조, 3조 및 격일제 근무는 거의 초장시간 노동으로서 학습은 물론 신체적
재충전도 불가능한 근무체제이다.
교대조 확대 개편이 없이는 직장내 평생학습은 요원하다. 기존의 2조, 3조 교대 근무방
식을 탈피해야 한다. 물론 교대조 확대가 되면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따라서 인건
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격한 교대조 확대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조는 3조
로, 3조는 4조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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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의 확대전환에는 혜택과 비용이 함께 수반된다. 우선 혜택을 보면, 근로자의 입장
에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따라서 재해율이 감소한다. 기업
의 입장에서 교대조가 확대되면 년간 가동일수가 늘고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난다. 가동일
수가 늘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덜 깔아도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도 절감된다. 학습시간을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내 평생학습체계의 구축도 가능해 진다. 평생학습과 근로시간 단
축으로 불량률도 떨어진다.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학습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다른 한편 교대조 확대에는 기업가나 노동자 모두에게 비용이 수반된다. 우선 기업가 입
장에서 2조에서 3조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거의 50% 증가한다. 3조에서 4조로 가면 인건비
가 33% 증가한다. 노동자 입장에서 교대조 확대전환이 되면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특근수
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소득이 떨어지게 된다. 요컨대 교대제 전환의 비용은 당장 치러야
하는데 혜택은 업종에 따라 기업상황에 따라 규모나 실현되는 시점도 다르다.
교대조 확대전환에는 추가적 인건비 부담과 변화관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
고 교대조 확대 전환의 이익이 실현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대제 확
대전환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혁신과제임에도 기업가도 근로자도 원하지 않을 수 있
다. 이 같은 딜레마 상황을 정부의 지원으로 돌파해야 한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
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화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변화관리에 따른 두려움을 없애고 교
대조의 이익을 중소기업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대조 전환 모델이 필요하다.
인건비 지원을 2～3년에 걸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지속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대조 확대전환은 다양한 산업과 규모의 기업에 적용 가능하다. 유한 킴벌리나 굿 모닝
사례에서 보았듯이 교대조 확대전환은 제조업 장치산업에만 적용가능한 모델은 아니다. 비
장치산업인 제조업은 물론 AS업종, 음식업과 같은 서비스업, 일반병원, 치과같은 거의 모
든 업종에 적용가능하다. 경찰, 도서관 등 공공부문에도 적용가능하다.
다만, 교대조 확대전환에는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들고 투명성이 확보될때 효과가 극대
화되는 만큼 도입여부는 기업 스스로 선택하도록 정부는 교대조 전환의 유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10월 이래 정부는 교대조 확대 전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교대조 전환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
다. 현행제도는 2교대 기업이 3교대 기업으로 혹은 3교대 기업이 4교대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1조가 2조로 전환하는 경우 혹은 격일제 근무가 3조로 전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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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인건비 지원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현행제도 하
에서도 교대조 확대로 인한 고용된 신규인력 혹은 유된 고용에 대해선 일인당 60만원씩 1
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대조 변화관리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근무체제가 정착될 때 까지 2～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되 2년과 3년차는 지원금액을 줄
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0만원은 인턴사원 채용 지원금 등과 형평을 고려한 금액이
나 교대조 확대로 창출된 일자리는 ‘안정된’ 일자리인 만큼 2배 이상 지원할 사회적 가치
가 있다.

다. 공무원 평생학습시스템구축

공공부문의 직장내 평생학습시스템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공공부문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통해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둘째는
공공부문경쟁력과 행정효율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IMD평가에 의
하면 2004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경쟁력은 36위에 불과하다. 이는 한마디로 공무원 개
인과 조직의 학습혁신역량이
․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학습혁신역량
․
부족은 공급
자 주도의 집체교육 위주 학습, 현장학습 결여 및 학습과 업무의 연계성 부족에 기인한다.
공무원학습혁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집체교육 중심의 교육체제를 현장학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공무원의 학습수요는 개인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별화된 학습수요를 성과로 연결시
키기 위해서는 현장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장학습일 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처별로 현장고객방문학습을 최소한 2주에 1회씩 시행하여 현장친화
적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중인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휴가제를 도
입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학습을 위한 2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혁신과제 해결팀을 구성운영할
․
필요가 있다. 혁신과제해결팀은 혁신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처인원의 5～10% 범위로 구성한다. 일정기간(1～3개월)동안 정
규업무에서 분리되어 현업의 혁신과제만을 수행한다. 민간기업의 유사사례로 LG의
TDR(Tear Down Redesign)이나 유한킴벌리의 New Way Team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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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팀을 구성할 인력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에 시행
한 것과 같이 조직을 과감히 팀제로 바꾸어 조직의 플랫(flat)화와 유연화를 추구하면, 많
은 인력이 남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혁신과제 해결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부문의 유연성 제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으로 구성된 학습 및 혁신팀 운영을 통해서

정부부문에서의 공무원역량을 강화하며, 상시적인 학습혁신체계를
․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중앙인사위원회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같은 중앙학습서비스 전담조직과 각 부처의

학습실행조직간 수평적・수직적 통합학습조직을 구축하여 중앙과 부처 그리고 부처 학습

조직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중앙학습
서비스팀(예컨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각 부처의 학습담당관 사이의 쌍방향 협의가 부족하
다. 중앙학습서비스팀은 각 부처의 학습프로그램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며, 학습컨설팅을
수행한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전 부처에 확산하며 실패사례를 공유한다. 각 부처는 부처단
위의 학습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학습요구정보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제공한다.

라. 국가 및 기업인적자본계정 및 학습 인증제 도입

(1) 학습역량 및 성과의 측정

학습조직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학습역량과 학습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과 같다. 그러나
학습역량 및 성과는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중의 하
나는 학습역량 및 성과의 측정이다.
학습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상별로 보면, 국가 및 사회, 기업, 그리고 개
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한 국가나 기업의 지식량을 측정할 때도 저량(stock)지수를 사
용하여 일정시점에 저장된 지식량을 측정할 수도 있고 유량(flow)지수로 일정기간동안에
창출된 지식량을 측정하기도 한다. 저량지수 및 유량지수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측정한다.
해외정책사례에서 살펴본 핀란드의 국가차원 인적자본 계정과 스웨덴의 공기업 SCAA
의 기업차원 인적자본계정은 인적자본에 대한 객관적 지수를 만드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인증하는 영국의 IIP와 싱가포르의 People Developer도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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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기업 인증제 도입

개별 기업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습계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학

습지수를 바탕으로 학습역량을 계측할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나아가 학습계정을 개발확
․

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균형성과표(BSC) 이론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학습역
량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습인증제의 도입여부는 기업
평가시 평가항목의 하나로 반영해야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신용평가시 학습기업인증
을 받은 기업이 신용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KS마크나
G마크 등의 품질인증제처럼 학습인증 기업은 그 자체를 기업이미지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인증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첫째, 공기업 부문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필요시, 기존의 조직 예컨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동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이다.

마.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사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유연한 사회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구축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이란 기업내부의 근로자의 기능
적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말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노동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
업 내부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각종 법제도의 개선, 고용관련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의 완비 등
이 필요하다.

(1) 기능적 유연성 제고

I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업무 및 작업공정이 달라짐에 따라 근로자들은 지속적인 학

습훈련이
․
필요하다.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기술융합, 업무통합으로 학습의 중요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컨대, 은행은 전통적인 대출업무는 물론 보험, 부동산, PB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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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임금유연성 제고

고용조정(해고)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에 대한 수요는 임금유연성 제고를 통해 상당부분
흡수될 수 있다. 생산성과 임금과의 괴리는 고용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
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과 생산성과의 연계성은 OECD국가 중 중간 정도로 평가되며,
미국이나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임금-생산성 연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홍콩 연공급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비정규직 채용으
로 경감코자 함으로써 비정규직 팽창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생산성-임금 연계 강화(성과
주의)가 중요하며,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 유연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
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도입이 효과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전통적 임금체계를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연봉제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실시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갖고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임금체계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업반(2005), “성장요인 분석결과’보고서”, 2005.4.8
국제경영개발원(2004), “국제경쟁력 보고서”, 국제경영개발원(IMD).
김동석(2004), “산업부문별 성장요인분석 및 국제비교”, KDI 보고서.
김동석(2004),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19.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2004) “우리경제체질을 바꿉시다”, 2004.3
서중해(2005),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Ⅱ)”, KDI 연구보고서, 2005. 3. 7.
․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이다』, 한겨례 신문사, 2005
신봉호조우현외

유경준(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정책포럼, 제167호.

조우현(2005), “사람경쟁력과 사람입국의 이론과 철학적 토대”, 「사람입국일자리정책
․
심포지움」발표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5. 6. 16.

- 97 -

하준경(2003),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 : 동태적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분
석”, 「금융경제연구」, 제169호,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2003),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KDI 연구보고서, 2003. 7.
한국개발연구원(2004), “KDI 경제전망”, KDI 연구보고서, 제21권 제3호, 4/4.
한국개발연구원(2005),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KDI 연구보고서, 2005.3. 7.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2004),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양극화」, 2004. 11. 5.
한국은행(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금융경제연구원, 제184
호.

한진희최경수
․
(2003),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KDI 연구보고서, 2.
17.
KBS일요스페셜팀, 정혜원 글(2004) 「대한민국희망보고서 유한킴벌리」(거름)

【국외문헌】
O'Reilly Ⅲ, C. A., & Pfeffer, J.(2000), Hidden Value: How Great Companies Achieve
Extraordinary Results with Ordinary Peopl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Boston, MA).
Pfeffer, J.(1994),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People: Unleashing the Power of
the Work For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Boston, MA).
_________(1998), The Human Equation: Building Profits by Putting People First,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Boston, MA).
Solow, Robert M.(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no.1,Feb.pp.56~94.
------------(1957),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9,no.3,pp.313~330.

- 98 -

Ⅵ. 지역차원 인적자원개발․고용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류장수)

1. 문제의 제기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논의가 참여정부에서 핵심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지역혁
신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수도권 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 경쟁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였음.

○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임.

-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 고용정
책이 주목받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으로 고용 및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 인적자
원개발 및 고용(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Employment)은 지
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해 정리하는 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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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고, 그 결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이 중요
하게 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음.
- 즉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주제가 우리에게 아직 초기라는 점에서,
향후 이 주제를 활성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임.
- 특히 거버넌스 체제가 중요한데,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의 거버넌스 체제가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다면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제와 지역 고용을
확충하는 과제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할 가능성을 매우 높일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임.

○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
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한을 배분하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거버넌
스 체제(governance system)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들간의 관계 및 의사
결정 방식 등에 관한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임.

- 즉 거버넌스가 제기된 정책과제 해결이나 상충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관련 주
체들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행위라고 한다면,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기관 및 이
들 기관들간의 운영방식제도
․
그리고 이들 기관간제도간의
․
연계협력방식
․
(협
의 및 의사결정방식)을 의미함.

○ OECD는 지역의 번영과 삶의 질의 향상이 효율적인 노동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
역경제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역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바로 분권
화(decentralisation)와 파트너십(partnerships)이다. 분권화와 파트너십은 최근
OECD의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에 의
해 연구되어 왔음.18)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거
18) OECD의 홈페이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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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체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음.

○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중요성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은 여기에 두겠지만, 이외
에도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쟁
점도 분석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2. 중앙정부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고용정책

가. 현황

(1)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들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 영역임.
- 대표적인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임.
- 이들 부처 외에도 적지 않은 부처들이 이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가 장관을 맡고 있는 부처로서 사실상 인적자원개발 관
련 총괄 부처로 기능하고 있음.
- 교육부총리는 우리나라 인적자원정책을 협의조정하는
․
장관급협의체인 ‘인적자원
개발회의’의 의장이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회의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음.19)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 논문
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과 노동
부의 ‘지역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임.
19) 한편 정부는 인적자원정책이 국가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현재 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
개발회의’의 구조로서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는 ‘국가인
적자원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현재의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장관급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과 달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관련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기업체 대표, 전문가 등도 포함되어
거버넌스 체제 형태를지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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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사업이 주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혹은 노동
시장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 즉 다른 지역사업들과 달리 지역밀착형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의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인적자
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지원을 하였음.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세 지역들
은 자치단체, 교육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대학, 상공회의소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기관들간의 파트너십하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
.

- 그런 점에서 2003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 발표된 연도로 기록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에는 부산시, 광주시,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대
해 자체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음.

- 2003년에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만
들도록 지원하였음.
- 또한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조직이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
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구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예
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13개 시도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들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지역발전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노동부의 ‘지역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역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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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구상 기능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지방의 노동청 및 노동사무소는 실행 중
심의 기능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이번 사업의 경우 처음의 구상은 노동부가 담당했지만, 지역의 중점 연구
주제 선정 및 심사 등은 지역이 주도가 되어 시행된 사업이었음.

- 특히 그 과정에서 노동청노동사무소
․
뿐만 노사 대표, 자치단체 대표, 훈련기관
대표 등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있는 대표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20)

○ 2002년 11월 14일에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각 광역 시도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음.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위원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교육청노동청중소기업청
․
․
등 지역인적자
원개발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장,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
․

문가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조직으로 구성하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식은 지역
자율로 결정토록 제안하였음.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하에 ‘지역인적자원개발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회에서 심의될 기초자료에 대한 실무차원의 검토, 결정 사안들의
효과적체계적
․
실행 업무를 담당함.

-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교육청노동청중소기업청
․
․
등 지역인적
자원개발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제안하였음.

(2) 지역 고용정책

○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노동부임.

20) 노동부의 이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아직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
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음.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제 및 연구기관 선정과정, 그리고 향후 나올 결과에 대
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는 향후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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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차원에서 노동부는 고용 및 실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지방에는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 관련 정책 기획 혹은 구상(conception) 기능은 노
동부에서 담당하고,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활동의 대부분은 집행(execution)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징임.
- 중앙부처는 구상 기능을 수행하고, 중앙부처의 지방기구는 실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비단 노동부만의 특징은 아니며,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특성을 보여 왔
던 우리 정부의 일반적 특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 중앙집권적 정책의 시각으로 보면, 지방간의 특수성이 잘 보이지 않음.

- 현실은 지역간에 고용 상황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앙정
부에서 세밀하게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음.
- 즉 지역밀착형 고용정책이 지역에서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
부처 중심의 정책기조 아래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부는 지역 차원 혹은 지역밀착적 고용정책의 마련 및 시행이
결국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열쇠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분권화 정책이 노동 영역에도 접목되면서, 노동
부는 올해 ‘지역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음.21)
- 2004년에 노동부는 지역차원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식적
으로 표명하면서, 이를 위한 기초사업을 2005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2005년 초에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와의 공동 주관하에 지역의 노동
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초연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완료되었음.

21) 물론 1997년말 IMF 관리체제 하에서 노동부는 지역의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한 적
이 있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성격으로 그치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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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005년의 지역연구사업을 기초로 2006년부터는 지역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본격적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나. 특성

(1) 지역 중심 정책의 짧은 역사

○ 지역차원의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정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는 매우 짧음.

- 나름대로 체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시점은 2003년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함.
-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고용정책의 모습,
진행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란 시기상조임.

○ 지금의 시기가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고용정책이 독자적 지위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시동만 걸리고 꼭 꺼져 버리고 말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라
할 수 있음.

(2) Top-Down 방식의 채택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역의 요구 혹은
자발성으로부터 나왔다기 보다, 중앙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

- 즉 Bottom-Up 사업이 아니라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시대의 역사가 짧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
역문제를 중앙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방은 수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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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Down 방식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지니는 속성상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지역의 역할을 보다 높이고, 지역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중앙 부처간의 협의조정
․
미약 - 중복가능성의 상존
○ 현재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는 적지 않음.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를 포함해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
업청 등 다양한 부처들이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을 높이고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여전히 단일 부처의 판단과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비록 부처간에 협의와 조정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부처 사업은 우리
가 결정하고, 다른 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암묵적 동
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치기가 쉽지 않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노동부의 ‘지역노동시장 및 지역인적자
원개발 기초사업’ 역시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추진 부처가 관련 부처의 암묵적 혹은 형식적 동의를 얻는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임.

○ 현실적으로 두 부처간의 사업 중복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연구
진들이 두 부처의 유사 주제를 수행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 성과 자체는 물론이고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등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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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지역 고용정책간의 연계 부족

○ 산업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

- 지역차원에서도 정책 연계는 중요함.
- 그러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책, 고용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간의 연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고용정책에 한정해서 본다면, 중앙부처
에서도 이 정책간의 연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찾기 어려움.

- ‘부처간 따로’가 ‘정책간 따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며, 시각을 지역에 맞추어
보면 연계 부족은 더욱 두드러짐.
- 현재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간의 연계를 찾기가
쉽지 않음.

3.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고용정책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혹은 노동사무소, 지방중소기업청, 교육청 등임.

- 지역의 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청(노동사무소)
임.

○ 지역 독자적 인적자원개발이나 고용정책 시행의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지역간 차
별 정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역 사례분석(부산지역 사례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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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노동청(노동사무소),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들도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기관은 관련 중앙 부처의 계획에 입각하여 실행하는 역할
에 치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 이후 그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보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활동에 관해 논의하고자 함.

가.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1)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 개관

○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역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은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지원을 하였음.
- 부산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와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부산에서
는 물론이고 전국 처음으로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
․
음.

○ 시범지역 중에서도 부산광역시는 지역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1월에 ‘부산
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인력, 인재의 사안을
조례로 제정한 사실상의 첫 시도였음.

- 그리고 인재라는 정책대상에 강조점을 둔 이 조례는 2004년에 지역의 인적자원
전반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한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로 그 명칭 및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음.

○ 부산광역시는 이 조례제정을 통해 2007년까지 1,000억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22) 2005년까지 458억 4천만원의
22)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제11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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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표 Ⅵ-1>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규모(2005년)
(단위: 백만원)
2004년
조성액
(A)
28,160

2005년 조성액(B)
계

시출연금

기타
출연금

이자수입

조성합계
(A+B=C)

17,680

10,200

6,500

980

45,840

2004년
집행액
(D)

2005년
운용규모
(C-D)

1,600

44,240

자료: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회의자료, 2004. 12. 2

○ 부산지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체계적 논의의 진행은 ‘부산인적자원개발기본계
획’ 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세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계획’으로 표기)의 개괄적 내
용을 보는 것이 필요함.23)

(가) ‘계획’의 기본방향, 비전, 목표
○ ‘계획’은 ①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선택과 집중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③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참여 촉진과 파트너십 제고 ④ 권한과 책
임 이양을 위한 분권과 자치를 통한 추진 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회 확대와 균등화
라는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 그리고 “인간존중, 인재중심의 Human-Polis”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학교가정
․
․

일터지역사회에서
․
학습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
본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고용가능성 증진,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응집력을 제고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시 및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 도모”를 그 목표로 제시하였음.

있음. 기금은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됨. 그리고 기금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시책 추진,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관련단체 육성, 연구기관의 육성 및 유치, 지역연구개발사업
․
지원, 산학관
․ ․
협력사업 지원 등의 용
도에 사용됨(제13조).
23)
‘계획’에
관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
,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HUMAN-POLIS' 부산』, pp2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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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의 주요 영역과 핵심 세부과제
○ ‘계획’은 4대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②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③ 개인적사회적경제적
․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성인계속교육 ④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구축이 바로 그것임.

○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핵심 세부과제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의 가속화,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및 세계도시 건설
기반 확충임.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영역의 핵심 세부과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
인적자원개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국제적
인재 육성, 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임.
○ ‘개인적사회적경제적
․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계속교육’ 영역의 핵심 세부과제
는 재직 근로자 및 구직자 능력개발체제의 선진화, 삶의 질과 시민성 향상을 위한 평
생학습도시 건설, 여성고령자장애인
․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임.

구축’ 영역의 핵심 세부과제는 고용창출 및 지
○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

․
역인재 유출 방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관리
기구의 설치 및
활성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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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모형

자료: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
,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HUMAN-POLIS'부산』, 2003.8

(2)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과 지역발전 정책의 연계

○ 어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하여야
함

- 그런 점에서 지역발전 전략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서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과의
연계는 대단히 중요함.

- 이러한 시각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하고
․
있는 참여정부
가 등장하면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는 기제로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은 해당 지역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개발, 배분, 활용되어야 가능함.

○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 정책간의 연계 필요성은 ‘계획’의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개발모형에서 명확히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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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부산광역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지역발전이라는 목표에서 찾
고 있으며, 그 추진과정에서 양자간의 연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

○ 지역인적자원개발 영역이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의 별도 분과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는 점은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지역혁신간의
연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마련 등 지
역발전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임.

나. 지역 고용정책

(1) 지역 고용정책 개관

○ 부산광역시의 경우 최근 심각한 실업 상황에 빠져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Busan
New Job Plan'을 실시하는 등 지역 독자적인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마스터 플랜
을 설계실행하는
․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4년부터 실시된 ‘Busan New Job Plan'은 총 872억원을 투입하여, 54,000명에
게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였음.
- ‘Busan New Job Plan' 외에도 부산에서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고용정책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또한 부산광역시는 경제진흥실내에 노동정책과를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
동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노동정책과에는 노동정책팀, 직업안정팀, 실업대책팀과 같이 세 개의 팀이 있으며,
이들 팀은 지역 고용정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 이러한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은 기구면에서 그리고 사업면에서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과의 밀접한 관계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중앙집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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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적으로 현재 중앙단위의 고용정책 총괄기구인 ‘일자리만들기위원회’(위원장: 국
무총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청년실업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대표인 지방자
치단체장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구면에서의 이러한 중앙집중성은 사업측면에서의 중앙집중성으로 나타날 수밖
에 없을 것임.

○ 물론 고용정책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국적 문제와 연관되
어 있고, 해결 역시 거시경제정책 일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앙집중화는
필요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고용정책 마련 및 실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지금과 같이 지역주체들의 관점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는 대책은 소기의 목
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지역마다 실업률, 노동시장 구조, 일자리창출 능력 및 잠재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아닐 경우 일자리창출 정책 전체의 효과도 떨어
질 수밖에 없음.

(2) 지역 고용정책과 지역 발전정책의 연계

○ 노동수요는 상품시장의 작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기 때
문에, 고용정책 역시 상품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역의 고용정책
은 지역의 발전전략과 밀접한 연계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이 확고한 틀을 가지고 수립집
․
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의 고용정책과 지역발전정책간의 연계가 잘 되
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

○ 부산광역시는 2004년 3월에 10대 전략산업을 혁신주도형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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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의 10대 전
략산업을 4대 핵심적 전략산업과 6개 지연전략산업으로 구분하였음.
- 정부는 16개 광역시도로 하여금 지역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 전략산업을 4
개 선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맞춰 부산광역시는 이전에 선정해 놓았던 10대 전략
산업을 4개의 핵심적 전략산업과 6개의 지연전략산업으로 구분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위상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지역 고용정책과 지역발전정책간의 긴밀한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

- 부산광역시 역시 최근 지역 고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역산업
정책 및 지역전반의 발전정책과의 연계를 충분히 맺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지역인적자원개발 영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의 분과협의회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적어도 조직상으로 양자간의 연계구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 고용정책
영역은 지역혁신협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조직구조면에서의 한
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지역 고용정책과 지역산업 정책 및 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의 모습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것은 향후의 전망을 긍정적으
로 만들게 하는 요소임.
4. 지역차원 인적자원개발고용정책의
․
향후 과제
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체제의 혁신적 구축 실현

(1) 거버넌스 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실시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의 주체들은 잘 인식하고 있
으며, 이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의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정책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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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향후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욱 중요해
질 영역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관련 주체들이 모여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지만, 예산
및 인력의 부족 그리고 의지의 부족으로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음.

○ 지역의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 연구모임(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거버넌스 체

제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상근전문인력
․
확보방안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함.

(2)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 고용 통합 거버넌스 체제 구축

○ 단기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거버넌스 각각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결
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간의 연계가 각각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거버넌스 체
제로 운영하여야 함.

○ 현재의 분산된 예산도 하나로 통합된 거버넌스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인력을 확대하
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함.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역 자체에서 만들
어지는 예산을 함께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즉 중앙부처간의 협의조정이
․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는 지역단위 사업이 중복 투
자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 적합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최상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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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광역권 인적자원개발고용
․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행정구역을 넘어선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권 협력제체 구축을 통해 지역 인적
자원개발 및 고용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야 함.

○ 지역노동시장은 반드시 행정구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역과 경제활동
지역이 상이할 수 있음.

- 예컨대 부산광역시 거주하면서 김해, 마산, 창원, 그리고 양산 지역에서 경제활동
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모습은 적지 않게 발견됨.

○ 따라서 인접한 광역시도간의 네트워킹, 즉 초광역 네트워킹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
리창출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게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가이드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개발활용의
․
활성화
○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역화 역사가 짧고, 그 결과 전문성이 취약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은 미약한 실정임.

○ 전국 단위의 평균적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집행보다는 지역밀착형 정책이나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산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개발활용의
․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다. 평가 기능의 강화

○ 최근 각 지역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 시행을 위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사전에 충분한 파일럿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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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원을 더욱 투입하고, 개선여지가 있는 프로
그램은 개선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여야 함.
○ 평가에는 시행참여기관들에
․
대한 평가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통제적
인 측면보다는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새로 설립된 기관 혹은 이미 설립된 기관이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들이 설립목적 혹은 역할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임.
○ 정책프로그램의
․
기획, 실행, 평가라는 전 프로세스가 완결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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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RESAP과 LJIC(이효수)

1.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중요성과 패러다임

가. 논의의 방향

○ 지식정보사회, 글로벌마켓, 고령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과 선진국의
고용지원서비스 혁신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합한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패러다임 제시

○ 최근 선진국들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확
보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기제로 고용지원서비스 사업
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모델로 다양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이 활성화되고 학습-고용
-복지 지원 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경제사회선진화 파트너십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Partnership, RESAP) 모델” 즉
RESAP 모델 제시

나. 경제 환경 변화와 고용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1) 경제 환경 변화와 국가 경영의 과제

○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21세기 3대 경제 환경 변화는 산업사회
에서 지식정보사회, 국가별 시장에서 글로벌 마켓, 젊은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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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제 환경은 그 본질적 속성상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이것은
노동시장의 양적 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 불균형(Skill mismatch)을 심화시킴
○ 노동시장의 양적불균형과 질적 불균형이 심화되면 기업은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생산성 한계에 부딪치면서 국제경쟁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상실하
고, 그 결과 국내에서 괜찮은 일자리 파괴(Decent job destruction)가 확산되면서 사
회양극화가 심화됨
○ 따라서 선진 각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 국가 과제는 한편으로는 극심한 국제경쟁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화되는 사회양
극화를 완화하여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실현하는 것
○ 경쟁우위 확보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 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 불균
형(Skill mismatch)을 해소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ynamic and
Healthy Labor Market, DHLM) 구축 필요
○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정보
(Learning information)와 일자리정보(Job information)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양질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
쟁체제 확립 필요

(2) 선진국의 고용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 1990년대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선진국 공공지원서비스(PES)제도도 상당기간 단순
히 취업알선 기능과 실업급여 관리 기능만을 수행
○ 선진국의 PES는 최근 앞서 논의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실업자
는 물론 재직자, 학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학습, 고용, 근로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시장 정보 허브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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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기본 전략

○ 경제 환경의 변화와 선진국의 고용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합되는 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4대 기본 전
략에 기초하여 설계할 필요 있음.

○ 즉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시스템은 (1) 지역차원 지역주도로 구축하고, (2) 노동시장
의 양적 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 불균형(Skill mismatch)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3) 고객에게 학습정보와 일자리정
보를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1)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Central Government Initiative)에서 지
역차원 지역 거버넌스 주도(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와 파트너십(Partnership)
이 가능하도록 전환

○ 고용지원서비스는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및 지역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
역민을 위한 학습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서는 지역노동시장을 가장 잘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2)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을 육성할 수 있
는 노동시장 정보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

○ 현재 한국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연노동시장(Flexible Labor
Market, FLM) 개념을 극복하고,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ynamic and Healthy
Labor Market, DHLM)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재 한국 유연노동시장(Flexible Labor Market, FLM)의 모순 : 한국에서는 임금유
연성, 기능적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정규직 고용의 경직화로 비정규직 확대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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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높은데,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모순
으로 인하여 국가적 양대 과제인 경쟁우위 약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높음
○ 유연노동시장 개념(FLM) ⇒ 비정규직 확대 ⇒ 단기와 장기의 모순, 미시와 거시의
모순 발생 ⇒ 직업능력개발기회 양극화 ⇒ 사회양극화와 저기술 균형 ⇒ 내수시장
축소와 생산성위기 ⇒ 국가 경쟁력 위기
○ 양적 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 불균형(Skill mismatch)을 해소할 수 있는 역동적
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HLM) 구축 필요
○ 노동시장의 양적 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 불균형(Skill mismatch)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가 분리되어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정보허
브 구축 필요

 양적 불균형(Job mismatch) ⇐ 노동시장 정보의 비대칭,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의 분리
 질적 불균형(Skill mismatch) ⇐ 양질의 직업능력개발시스템 부재 ⇐ 직업능력개발의 유효
경쟁체제 미확립 ⇐ 직업능력개발의 정보의 비대칭성,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의 분리

(3)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설계

○ 지역에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
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지역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시장 기능에 의하여
평가되고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쟁체제
를 확립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4)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정보, 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노동력 정보가 통합되어
있어야 취업자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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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비전과 전략 : RESAP과 LJIC

가.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모델: RESAP

(1) RESAP의 개념

○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 한다는 것은 다양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그 사람
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
화 모델로서 아래 그림과 같은 RESAP 모델 제시
〔그림 Ⅶ-1〕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지역 경제사회선진화 파트너십 (RESAP)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Partnership

비전
(Vision)

경쟁우위
일자리 창출

미션
(Mission)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 (DHLM)
노동시장 양적불균형(Job mismatch) 질적불균형(Skill mismatch) 해소

목표
(Goals)

전략
(Strategies)

사회통합
일자리를 통한 사회복지 실현

혁신클러스터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정보비대칭성 극복

직업능력개발

RHRD 클러스터 구축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지식노동력 및 직업능력개발

○

RESAP은

지역

경제사회

선진화

파트너십(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Partnership, RESAP)의 약자로서 지역주도로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고
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하여 경제선진화와 사회선진화를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다
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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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AP의 구조

○ 경제선진화는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고, 사회선진화
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음. 지역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수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GRDP가 증가하고 주민의 삶
의 질이 향상 됨. 사회양극화가 해소되어야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사회갈
등이 최소화되는 선진사회가 됨
○ 지역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직업능력
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은 다양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야 함. 즉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확보가 필요
○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 시스템이 필요
○ 다양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 전문대학, 기
능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이 RHRD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주민들이 라이프사이클단계
별로 지식노동력을 축적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프로
그램 사이에 유효경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가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최소화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한
편으로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수요자와 노동
공급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고용정보센터(Learning and Job
Information Center, LJIC)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함.
○ 즉 RESAP은 지역단위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와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를
양대 축으로 하여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서도 노동시장의 양적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불균형(Skill mismatch)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동시장(Dynamic and Healthy Labor Market, DHLM)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우위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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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SAP(지역경제사회선진화 파트너십)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1) RESAP의 거버넌스

○ 지역 경제사회선진화 파트너십(RESAP)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필요. RESAP의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거버넌스 체계가 〔그림 Ⅶ-2〕로 요약 정리되어 있음

〔그림 Ⅶ-2〕RESAP의 지배구조(Governance)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RESAB

사업응

재정지

RIS
평가 및

사업 및 정책 심의

감사

노동부
학습고용정보센터
․
R-LJIC
One Stop

Center

지식경쟁력
위원회
KCC

혁신클러스터
위원회
ICC

사업정책개발
․

사업정책개발
․

학습공동체
위원회
LCC

사업․ 정책개발

권역별 ․ 시 단위
RESAB
L-LJIC

ICC

KCC

One Stop Center

LCC

구군
․ 단위
RESAB
LCC

One Stop Center

○ 광역자치단체 RESAB(지역경제사회위원회)은 산하에 지역민들의 라이프사이클단계별
지식노동력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경쟁력위원회(Knowledge Competitiveness
Council, KCC), 전략산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혁신클러스터위원회
(Innovation Cluster Council, ICC),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학습공
동체위원회(Learning Community Council, LCC)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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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RESAB을 구성하지만 산하위원회(KCC, ICC, LCC)는 기초자치
단체의 규모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만 설치하고,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RESAB이 산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 시는 규모나 필요에 따라 KCC, ICC, LCC를 모두 둘 수도 있고, LCC만 둘 수도 있
음. 구군은
․
RESAB만 둘 수도 있고 LCC를 둘 수도 있음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지역노동시장 정보허브로서 전국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RESAB 산하 위원회들의 핵심 파트너로서
기능

(2) RESAP 기구의 주요 기능

○ 지역경제사회선진화파트너십(RESAP)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사회위원
회(RESAB) 및 그 산하 위원회와 지역노동시장 정보허브인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의 주요 기능들은 <표 Ⅶ-2>와 같음

<표 Ⅶ-2> RESAP 기구의 주요 기능
RESAP 기구

주요 기능

지역경제사회위원회
(RESAB)

- 산하 위원회(KCC, ICC, LCC)에서 개발된 직업능력개발 정책들을 최종 심
의 및 중복성 있는 정책 조정
- 위원회 참여기관들의 역할 분담 등 파트너십 형성
- 중앙정부 관련 부처들과 파트너십 형성

지식경쟁력위원회
(KCC)

- 지식노동력 육성 시스템 확보
-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지역내 대학, 전문대, 기능대, 훈련기관, 기초인력의 수직적 협력체제 구축

혁신클러스터위원회(ICC)

- 혁신클러스터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 운영
- 지역 전략산업별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학습공동체위원회
(LCC)

-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운영
- 지역 학습공동체 구축 운영

학습고용정보센터
(LJIC)

-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정보 관리 공급
일자리 정보 관리 제공
취업자 및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RESAB 산하 위원회들과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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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AP의 파트너십

○ RESAP의 거버넌스는 지역차원 지역주도(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로 되어 있
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의 철저한 파트너십
에 기초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중앙정부와 지역경제사회위원회(RESAB)와의 파트너십: RESAB은 산하 위원회(KCC,
ICC, LCC)에서 개발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에 행재정적
․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지원하고, 또한 중앙

정부의 사업수행을 RESAB 내부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게 추
진될 수 있도록 협력
○ RESAB 내부의 파트너십: RESAB(지역경제사회 선진화 위원회)은 물론 그 산하 위
원회인 지식경쟁력위원회(KCC), 혁신클러스터위원회(ICC), 학습공동체위원회(LCC)의
위원들은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
와 전문가로 구성
○ 광역 RESAB과 기초 RESAB의 파트너십: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RESAB을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광역 RESAB에 신청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와 RESAB의 파트너십: LJIC의 대표는 RESAB과 그 산하 위
원회인 KCC, ICC, LCC의 핵심 파트너로 참석하고 RESAB에서 결정된 사항 가운데
LJIC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수행

다. RESAP 구축 전략

○ 고용지원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RESAP(지역경제사회선진화파트너십)은 직업능력개발
을 위한 정책 개발 기구로서 지역경제사회위원회(RESAB)와 지역노동시장 정보허브
로서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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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AB (지역경제사회위원회) 구축

○ 지역경제사회위원회(RESAB)는 지역차원에서 RESAP을 추진하는 과정에 파트너십의
발휘가 필요한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구성(예; 광역자치단체장, 지역대학 총장협의회
대표, 교육청장, 노동청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전문대 학장협의회
대표, 지역혁신협의회(RIS) 의장, 노동계 대표, 노동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 RESAB 산하 위원회(KCC, ICC, LCC)는 정책개발이 주요 책무이고 각 위원회가 추
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각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되는 기관의 실무책임
자와 전문가 그룹으로 각각 20인 이내로 구성
○ 지식경쟁력위원회(KCC)는 지역의 지식경쟁력 확보와 지역주민의 라이프사이클 단계
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역할 분담을 하여 파트너십을 발휘하여야 하는 교육청, 대
학, 연구기관, 전문대, 노동청,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구성
○ 혁신클러스터위원회(ICC)는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개
발이 주목적이므로 위원의 51%를 산업계대표로 구성 (대학, 전문대, 기능대, 훈련기
관, 지자체, 노동청, 중소기업청 대표, HRD 전문가 등 참여)
○ 학습공동체위원회(LCC)는 취약계층 문제해결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NGO 등 사회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 (지자체, 각 교육기관, 노동청, 중소기업
청, 관련 전문가 등 참여)

(2)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구축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부가 구축하여야 실효성과 효율
성을 담보할 수 있음.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지역노동시장의 정보허브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노동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 함.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정보와 학습정보를 통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분석하여 학습시장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여야 함. 즉 학습-고용-복지 일관체계에서 일자리 정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일자리 정보를 가장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노동부의 지방노동청
및 고용안정센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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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AP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인력

○ RESAB (KCC, ICC, LCC)은 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고 사무국은 5명 미만으로 유관
기관에서 파견근무자로 구성하고 사무실을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건물에 두면 예
산 및 인력확보에 별 문제 없음. RESAB 운영예산은 산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간 5
억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예산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
○ LJIC은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예산과 인력을 부담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노동부의 고
용안정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인
력만 증액될 것임.

(4) RESAP 구축 단계

○ RESAB 구축: 중앙정부는 전국에서 2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RESAB를 구성하여 시범 시행한 후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LJIC 구축: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구축방법과 전략은 다음 절에서 논의

3.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구축 전략

가.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 의 조직과 기능

○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는 노동시장정보실, 직업능력개발지원실, 원스톱 센터,
행정지원팀으로 구성
○ 광역학습정보센터(R-LJI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정보와 일자리 정보를 통
하여 지역노동시장 정보허브를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유효경쟁체
제를 확립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원스톱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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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3〕광역 학습고용정보센터의 조직과 주요 기능
R-LJIC
광역학습고용정보
센터장

학습고용정보위원회
평가위원회

노동시장 정보실

직업능력개발지원실

원-스톱 센터

행정지원

팀
정보관리팀
일자리은행
(Job Bank)
인재은행
(Talent Bank)
학습시장
(Learning Mart)
노동시장분석팀
학습정보 분석
공급구조 분석
수요구조 분석
노동시장행태분

대학(전문대)팀
High Road Project
Career Portfolio
직능테스터,
면접기법, KCC지원
기능대 및
훈련기관팀
Career Portfolio
직능테스터,
면접기법, KCC지원

취업지원팀
직능테스터(VAT)
카운슬링, 소개서 작
성, 면접방법, CAP, 해
외취업

행정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의뢰,
행사지원

기업지원팀
고용지원통합컨설팅
인재사전검색 지원
희망프로그램
외국인

산업지원팀
산업별 직업능력개
발 지원, ICC 지원
취약계층팀

고용보험팀
피보험자격관리
수급자격
부정수급

취약계층 직업능력개
발 지원, LCC 지원

○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역노동시장 정보 구축을 위하여 광
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에 노동시장정보실을 두고 일자리은행(Job Bank, JB),
인재은행(Talent Bank, TB), 학습시장(Learning Mart, LM)을 구축 관리

(1) 왜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가 통합되어야 하는가?

○ 학습정보는 각급 교육기관이 취업예정자와 재직자들의 직업능력을 양성 또는 향상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교육훈련시설, 교육자의 질 등에 관한 정보
○ 일자리정보는 단순히 신규채용자수에 대한 정보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노
동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질에 관한 정보를 포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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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정보는 노동시장 공급측 정보이고, 일자리정보는 노동시장의 수요측 정보인데 시
장은 수요와 공급의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어야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JIC이
노동시장 정보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양 정보를 통합하고 있어야 함.
○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가
불가능 함. 예를 들어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검사 결과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면 학습정보가 있어야 그에게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카운슬링
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고, 기업이 재직자 향상훈련에 대하여 컨설팅
요청이 있을 때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학습정보가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함.
○ 학습정보와 일자리정보가 통합되어 있어야 선진국처럼 노동시장 질적 불일치(Skill
Gap)에 대한 정책대응이 가능. 즉 지역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느 직종에 노동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를 호소하면 ICC에서 학습시장(LM)과 일자리은행(JB)
자료를 분석하여 대책 수립

(2) 직업능력개발 유효경쟁체제의 확립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확립 할 수 있는가?

○ 직업능력개발의 개념: 모든 사람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직업능력이 있어야 생산성
을 올릴 수 있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급
속한 변화로 같은 직업에서도 요구되는 직업능력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직업능력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현재 직업능력개발은 기능 인력의 직업훈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노동
부 직업능력개발과가 하는 주요 기능은 정부에서 정한 직업훈련계획을 지역의 직업
훈련기관의 관리를 통하여 집행.
○ 현 시스템의 문제점: 첫째 노동시장의 공급구조는 고졸자의 80%이상이 전문대이상으
로 진학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95%이상이 직
업훈련기관으로 되어 있음. 둘째 톱-다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소수를 제외하면 지나
치게 영세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 개발이 어려움.
○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쟁체제 확립의 필요성: 이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질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기관과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들 사이에 유효경쟁체제가 확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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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쟁체제 확립 방법: (1) RESAB의 산하 위원회(KCC, ICC,
LCC)는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의 직업능력개발지원실은 LJIC 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지역에 있는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프로그
램을 공모. (2)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의 직업능력개발지원실은 지역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취업예정자, 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3) RESAB 산하 위원회는
각 위원회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실시(시스템, 프로그램, 고객만족도), (4) 평가결
과를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공시.
○ 직업능력개발 유효경쟁체제의 효과: (1)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들은 자기들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로 특화하여 수준별 다양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
(2) 불실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
○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 논의.

나.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구조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 지역
학습고용정보센터(L-LJIC), 원스톱센터 (One-stop center) 3단계로 구축

○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는 〔그림 Ⅶ-3〕에서와 같이 노동시장정보실, 직업능
력개발지원실, 원스톱센터, 행정지원팀을 모두 갖고, 지역학습고용정보센터(L-LJIC)
은 직업능력개발지원실, 원스톱센터, 행정지원팀만을 갖고, 원스톱센터는 원스톱서비
스 기능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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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4〕학습고용정보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방법

LJIC의 역내 네트워크 구축 방법(대구경북
예)
영주
L-LJIC

상주
영양

대구 경북
R-LJIC

: R –LJIC

대구북부
L-LJIC

: L –LJIC

봉화

예천
안동
안동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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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범례

문경

칠곡

군위

성주
청송

달성군

영천

김천
남구

경산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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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구·경북
R-LJIC

중구

서구
북구

대구북부
대구북부
L-LJIC

고령

구미
L-LJIC

: One-Stop center

경산

동구

청도

포항
포항
L-LJIC

울진

울릉

경주

○ 위의 그림은 대구경북의 예를 들어 3단계의 학습고용정보센터의 네트워크 구축방법
을 예시하고 있음. 즉 대구경북에 한 개의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를 두고, 그
산하에 5개의 지역학습고용정보센터(L-LJIC)와 구군별로
․
원-스톱센터를 설치. 이

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지방노동청 산하에 현재 갖고 있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음.

○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는 지역노동시장권역별로 서울학습고용정보센터, 부산
학습고용정보센터, 대구학습고용정보센터, 경인학습고용정보센터, 광주학습고용정보센
터, 대전학습고용정보센터 등 6개 설치

다. LJIC 원스톱센터의 기능

○ 하나의 광역학습고용정보센터(R-LJIC) 산하에 있는 모든 원스톱센터는 광역학습고용
정보센터(R-LJIC)의 일자리은행(JB), 인재은행(JB), 학습시장(LM)의 정보를 활용하
여 원스톱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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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에 있는 원스톱센터는 취업자 및 기업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

○ 원스톱센터만 있는 곳에서는 주로 취업자 등 개인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그림 Ⅶ-5〕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기능

직능검사
(VAT)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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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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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JB)

기
업

인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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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포토
폴리오(CP)

라.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구축 단계

○ LJIC은 현재 전국에 있는 고용안정센터(112개소)를 확대 개편

○ 현재 6개 시범센터를 광역 학습고용정보센터(R-LJIC)로 개편하고, R-LJIC 산하에 중
위 권역별 학습고용센터(L-LJIC), 시, 구, 군에 원스톱센터 설치

○ L-LJIC은 현재의 60개 종합고용안정센터 가운데 40개를 개편하여 사용하고, 원스톱
센터는 R-LJIC, L-LJIC, 시, 구, 군에 설치(현재 20개 종합고용안정센터와 40개 일반
고용안정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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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인력 및 예산 전략

(1) 예산 및 인력 규모

○ 공공고용지원서비스(PES)를 위한 인력 및 예산 규모가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
한 수준임 ⇒ 선진국 규모로 확대 필요
○ PES 직원1인당 경제활동인구: 한국 7,351명(2004.7), 미국(2,023명, 1997년), 영국(819
명, 1999년), 독일(423명, 2004년), 일본(4,415명, 1997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PES 직
원 수가 미국의 27.5%, 영국의 11.1%, 독일의 5.8%, 일본의 60%로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적음
○ GDP 대비 PES 지출비율이 0.05%로 OECD평균의 1/3 수준(2002)에 불과

(2)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인력관리 전략

○ 일반직 트랙과 전문직 트랙으로 구분
○ 노동시장정보실과 원스톱센터는 전문직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전문직 트랙은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 전문직은 보수교육과 워크숍 강화로 전문성 강화

바.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평가시스템

(1) 평가시스템의 필요성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림 Ⅶ-6〕과 같이
평가에 기초하여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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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6〕학습고용정보센터(LJIC)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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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종류

○ 시스템 평가(System evaluation):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 사업 평가(Project assesment):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사업성 효과성 등을 평
가
○ 고객만족도 평가(Customers' evaluation):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고객들의 고
객만족도 평가

(3) 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법

○ 평가기관: 시스템 평가, 사업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는 지역학습고용정보위원회(LJIB)
에서 실시
○ 평가시기: 시스템 평가는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사업평가는 사업종료 후 3개월이내에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는 분기별 또는 상시적으로 실시
○ 평가결과 활용방법
- 학습고용정보위원회(LJIB)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정보 허브 운영, 직
업능력개발 지원, 원스톱 서비스 부문의 시스템 및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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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고용정보센터(LJIC)의 지역노동시장정보실, 직업능력개발지원실, 원스톱센터는
LJIB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 입각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
- 개선된 새로운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노동시장정보 허브, 직업능력개발지원, 원-스
톱서비스 업무 등을 실시

4. 결론 및 기대효과

○ RESAP은 지역차원 지역주도의 직업능력개발 통합 추진 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극대화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혁신 동력이 확보되고
혁신 확산이 일상화 될 것임.

○ RESAP은 지식경쟁력과 지식노동력 양성(KCC), 혁신클러스터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ICC),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LCC)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양극화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

○ 학습고용정보센터(LJIC) 구축으로 직업능력개발 유효경쟁체제 확립과 학습-고용-복
지의 통합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 할
수 있음.

○ 노동시장 양적 불균형(Job mismatch)과 질적 불균형(Skill mismatch) 최소화로 실업
감소와 지역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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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이승길)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경제침체로 경제상황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도 괄목
할만해 경제성장을 전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자원의 집중 투자, IT 등 기술혁신과 그
보급을 전제로 한 업무개혁을 추진해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의 시장을 확대시켰다. 우리나
라의 잠재적 성장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시장에서의 엄청난 가격 경쟁,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국내 시장의 변화라는 급속한 환경변화 중 기업은 항상
핵심 업무로 규정할 분야 및 핵심 업무를 선택하여, 업무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을 살펴보
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user)기업은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더욱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적었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체상의 정리를 시
도하여 미래의 발전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 사용기업이 비즈니스 지원서
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경영 모델’(아웃소싱(outsourcing)과 한국
형 경영의 장점의 편성)을 형성해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고는 현재의 노동시장 및 고용시장에서 인력활용과 관련해, 10년 정도의 비전을 갖고
서 현재의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이 핵심 업무로서 투입해야 할 경영 자원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향후 우리나라
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론적인 차원에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정의 규정
을 살펴보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책을 간략히 살펴본다.24)
24) 향후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실태 전망과 정부에 필요하게 되는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사용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비지니스 지원 서
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일본의 경제산업성,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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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개념

가. 신성장 산업 전략에서의 분야로 규정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미국
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고, 특히 비지니스 지원 서비
스는 성장성 및 수익성 모두 커지고 있다. 또,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는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있어 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횡적 산업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파급 효
과도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신성장 산업의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산업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정책 자원을 중점 투입하여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가야 할 신성장 산업 분야와 육성
을 위한 실행 계획,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점적인 노력, 또한 인재육성 등의 횡
단적인 중점 정책을 살펴본다.
그 중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는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의 하나로 규정해 실
제로 공급망(supply-chain) 관리(SCM)나 업무과정개혁(BPR)으로 대표되는 기능 단위의
재편이나 가치 망의 각 단계에서의 기업, 그룹의 범위를 넘은 기능의 수평 통합을 진전시
킴으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활용되는 경우는 점차 늘어나 발전시키는 전환기에 있다.

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범위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재 파견, 인재 소개, 아웃소싱
(outsourcing : 업무 대행) 등 외 광고나 정보 서비스, 기계 등의 리스·렌탈, 자동차 수리나
기계 수리, 회계나 디자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범위는 매우 넓고,
기업 활동이 미치는 분야를 넓게 포함하고 있다. 즉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기업 활동의 대체를 실시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신·일본형 경영 모델과 기업 경쟁력 강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회 보고서-』, 2005. 7. 27
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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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개념만으로는 실제의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어렵다. 여기서 ‘기업 활동의 업무
기능’에 주목하여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업의 업무 기능은 ① 경영전략 입안이나 브랜드 상표화(branding) 등 경영 기능, ②
만들기나 고객 대응 등 직접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직접 업무 기능, ③ IT 나 경리·재
무, 지적 재산 관리 등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간접 업무 기능으로 유형화할 수 있
다. 이에 따르면, 기업 활동에 실제로 제공되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대응
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경영 기능에 대응한 서비스로서 경영전략의 책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 기업 PR나 상표 설정을 담당하는 광고 서비스, 경영에 필요한 지식 등을 전하는
관리 교육 서비스, 기업경영자의 소개를 실시하는 경영진 서치(executive search) 등이 있
다. ② 직접 업무 기능에 따른 서비스로서 연구개발 수탁 서비스, 제조 도급 서비스와 함
께 제품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인 대행 서비스, 제품의 판매 대행 서비스나, 고객 문의
에 응하는 콜 센터 대행 서비스 등이 있다. ③ 간접 업무 기능에 대응한 서비스로서 인사
제도의 설계나 급여 관련 업무 등을 실시하는 인사·경리 업무 대행 서비스, 건물관리회사
나 자산관리를 실시하는 재산관리서비스(property management service) 등이 있다.
또, 인재파견 등의 ‘인재 관련 비지니스’는 사용 기업에 사람을 파견해 사용 기업의 사원
과 함께 업무를 실시하는 서비스이기 대문에 사무처리와 같은 특정 업무만을 맡는 것은
아니라 모든 기능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개념의 폭넓은 서비스로서 3가
지의 기능 모두를 포함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 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생산 즉 소비’(저장이 효과가 없다)와 ‘무형성’(눈에 보
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서비스 산업에서의 성장은 니즈(needs)
와 시즈(seeds)의 쌍방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 일어난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라 사용 기업의 요구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시즈의 양측이 일치한 경
우에 성장을 가져온다. 이 때 사용 기업,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양쪽에서 일
하고, 실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자의 경력 디자인에 대한 생각도 큰 영향을 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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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업의 니즈(needs)라 함은 사용 기업의 사업 재편으로 경영자원의 핵심 업무에 대
한 집중을 위한 업무의 분리 또는 외주화(아웃소싱 : outsourcing)로 표면화하는 것을 말
한다. 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시즈(seeds)라 함은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하여 비지니스 지
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 의해 서비스 라인업의 확대, 고부가 가치화 등의 서비스의 고도화
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즉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와 시
즈가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서비스의 내용 등을 상호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업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은 거기서 일하는 취업자의 근무방식과도
밀접하게 관계한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종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이나 노하
우가 취업자가 갖는 경력 디자인에 합치한다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장래를
이끌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모인다. 기업 내에서의 경력업만이 아니라, 취업자에 의한 자
립적인 경력 디자인을 그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있는 중 취업자의 근무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일도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한층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중
요한 요소이다.
즉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서의 취업으로 보다 부가 가치가 높은 업무에 대한 길이 열
려 있다면 한편, 보다 높은 급여 수준에 대한 경력업을 행하는 것 같은 경력의 길을 가꿀
수 있는 것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이다.
또, 사용 기업에서는 그 종업원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배치전환 등에 부
드럽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필요해 진다. 이와 함께 비지
니스 지원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 기술·전문 기술
의 담당자의 양성도 필요해진다. 이러한 다층적인 취업자의 존재는 사용 기업은 물론, 나
아가서는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제공 기업도 이익이 된다. 이것에 의해 취업자의 동향은 비
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을 생각할 때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고려할 경우에는 사용 기업,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취업자 3자의 동향에 주목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
기가 용이해진다.

3.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

대표적인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성장성이나 수익성의 높은 모범 기업을 조사·분석해 각 서비스의 주요 고객층과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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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최고(top) 기업, 고수익 기업은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배분(top share),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을 모범 기업으
로 분석하는 것으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장점이 밝혀져, 발전 시나리오의 계기
를 얻을 수 있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사용 기업의 업무기능을 대체
함으로 유연성 및 낮은 비용의 제공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 횡단적으로 업무를 받아 업무
를 집중적으로 행함으로 서비스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단순한 기능 대체에서 전문 노하우
를 축적 및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한다.
또, 업무를 통해 축적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사업으로 펼치는 일도 할 수 있
다.

다음의 <표 Ⅷ-1>은 모범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서비스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

다.25)

<표 Ⅷ-1>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
구 분
일반파견
인재
관련

코스트
삭감
◎

특정파견
경영진 서치

간접업무

◎

광고

○
◎

○

◎

◎

○

○

○

◎

○

◎
○

디자인
보수·수리

컨설팅 인재
관련 일반파견

○

직접업무

리스·렌탈

전문지식의
활용

○
◎

매지니먼트 교육
아웃소싱

유연성
향상

◎
◎

○

○

◎

주 : 모범기업이 제공하는 주된 가치를 ○으로 표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로 표시함.

25)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대표 분야를 발굴해내 몇개 모범 기업의 사례 연구에 근거하여, 주된 고객은 누
구이며, 고객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각 분야의 활용 상황과 사용자 입장에서의 장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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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삭감 : 자사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업무가 효율적이 되어 비용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
- 유연성의 확보 : 번망할 때 활용함으로써 고정비를 변동비화한다는 유연성을 향
상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것
- 전문 지식의 확보：자사에서의 실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전문지식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 컨설팅：축적한 전문 노하우를 기본으로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한 사례로서 아웃소싱(outsourcing : 직접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객층
기업의 제품 개발 영역에서는 ‘QCD’(Quality, Cost and Delivery)을 더욱 개선해 개발
생산성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품 주기가 짧은 전자 제품, 임상 개발의 부담이
큰 의약품 등에서는 개발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크다.
개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만, 이 때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개혁을 추진하는 기업도 있다.

② 고객에 대한 가치
개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모범

기업은

가치 망 그 자체를 새롭게 편성함으로 새로운 개발 과정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제품 개발의 모범 기업에서는 설계, 시작(試作), 금형 설계, 제작의 각 단계를 3차원에
서 한꺼번에 통관시킨 시스템을 구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개발
공정의 단축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 제품 개발 과정의 전체 라인망을 세계 3극으로 구축
해 제품 개발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예를 들면, 임상 개발의 경우 전 세계에서 통일된 순서, 서식에서 임상 개발을 행하는
체제를 구축해, 의약품의 세계 동시 개발이라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르고 있다.

③ 모범 사례
각 공정에 대해 숙련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 표준화나 매뉴얼화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사원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컴퓨터화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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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의 최적 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4.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분야와 활용 장점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 기업의 관점에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장점을 살펴본다.

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분야

(1) 간접 부문과 직접 부문에 의한 차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분야의 서비스의 활용이 진행되기 쉬운 것은 경리 재무
업무(Finance and Accounting), 인사 업무(Human Capital Management), 조달 업무
(Supply

Chain

Management), 고객 서비스(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의

모든 기업에 공통되는 기능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하기 쉽고, 업무
효율화를 실시하기 쉬운 것 등을 배경으로 범용성이 높은 외부 서비스의 활용이 진행되기
쉽다.
또 제조·유통 등 산업 고유의 직접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간접 부문에서 서비스는
발전하기 어렵지만, 인재 관련 비지니스인 제조 현장에서의 구내 도급 서비스와 함께 제약
업계에서의 치험(治驗)대행 서비스와 제조 현장에서의 금형 설계 지원 서비스 등의 전문성
이 높은 서비스가 존재한다.

(2) 요구가 높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분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는 경영 자원의 핵심 업무에 대한 집중의 필요성에서 제조업 등을
비롯한 대기업의 사업 재편의 흐름 중 기업 기능의 대체로 나타나 발전해 왔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사용 기업은 경영 자원을 핵심 업무에 집중한다. 한편, 비지
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은 전문성을 높여서 단순한 대체 이상의 생산성이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결과 사용 기업,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이 모두 수익력
을 향상시켜 최적 자원 배분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하는 것으로
- 144 -

기대된다.
사례 연구 등을 함으로 기업에 의한 활용이 많아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던 비지
니스 지원 서비스로서 다음 3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있다. 즉 ① 코스트 삭감을 주된 목적
으로 하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볼륨 존을 대상으로 한 파견·업무 도급형의 서비스, ②
기업 내에는 없는 노하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주는 경영 컨설팅, 회
계감사, 법무, 디자인 등의 고도 전문 서비스. ③ 장래의 간부 후보에 대한 매니지먼트 스
킬로부터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까지를 다루는 사회인으로서의 각 단계에 대응한 교육
서비스(기업문화 및 경영이념의 전달은 서비스 제공 범위에서 제외.)
서비스가 기업의 활동에 대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델에서는 설명의 간략
화를 위해서 기업의 활동을 부가가치가 높은 순서로, 최고경영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전
략 책정, 중간 관리직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설계·개발을 실시하는 업무 설계·업무 개
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는 업무 운영에 구분하고 나서, 기업
의 인재육성 기능을 각 단계에서의 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로서 정리했다.

①의 파견·업무 도급형의 서비스에는 기업에 사람을 파견하여 간단한 자료나 거래 문서
의 작성을 실시하는 사무 처리 업무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나 기계의 제도,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 파견 서비스나, 이전에는 기업이 실시하고 있던 복리·후생 업
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제공하는 복리후생 대행 서비스, 급여나 사회보험의 계산, 개
인 데이터 관리, 이동 수속이라는 인사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도급받는 아웃소싱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많은 기업의 입장에서 비핵심 업무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삭감 압력도 있다.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향후도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②의 고도 전문 서비스에는 기업의 경영전략 책정의 지원을 실시하는 경영 컨설팅 서비
스과, 기업의 경영개혁을 담당하기 위한 인재 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인재의 소개를 실시하
는 경영진 서치, 제품의 차별화와 브랜드의 구축을 위해서 경영 영역에 깊이 관여하는 디
자인 등의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급
속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에 속도가 요구되고 있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의 정도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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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교육 서비스에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관리직 이상의 관리층을 대상으로 한 경영에
관한 지식 제공(마케팅, 재정, 경영전략 등)과 능력 육성(정확한 판단 능력, 리더 쉽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부터 일반 사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리·재무 분야에서의 기초
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비지니스 매너(전화 대응이나 명함 교
환의 방법 등)를 교육하는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인재육성 분야에 기업의 핵
심 업무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최고경영층 스스로에 의한 기업 문화, 자사의 가치관의 전
달이나 경영전략의 공유화, 조직과 사원을 연결시키는 리더의 육성이라는 다른 회사에서는
실시할 수가 없는 업무이다. 그렇게 말한 업무에 핵심 인재를 주력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러한 기업의 활동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가 발전하는 것에 의해 단독
의 기업에 속하지 않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에 대해서 스
텝 업에 필요한 스킬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면 자립적인 캐리어 디자인 형성을 지원하게
도 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각 단계에서의 스킬 형성이나
캐리어 업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가 충분히 발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향후 한층
더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5.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 과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 기
업,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취업자 등 3자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1) 사용 기업에서의 과제

(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에 의한 기업 경쟁력의 강화와 한국형 경영
모델의 형성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진전된 사업·조직 재편에 따라 비지니스 지원 서비
스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등’도 규제완화가 덜되었으나
인재파견 등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시장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세계화 등으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는 경기회복과 관계 없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조직의 재검
토의 동향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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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의 동향이나 기술의 진보, 노동시장의 변화, 중국, 동남아 기업의 추격 등 기
업과 관련된 사업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고, 사용 기업의 경영자는 사업이나 분야와 관계없
이 자기 회사에 대하여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가치 창조적인 핵심 업무가 무엇이고, 현재
의 사업이나 조직 체제를 항상 최적의 배분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외부에 보다 고품질,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비
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핵심 업무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여 경쟁력 및 이윤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사용 기업에 대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어도 명확한
활용 방침·전략 아래에서의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것은 기능 분리의
곤란성, 업무의 공백이나 노하우의 저하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핵심 부분에
과감히 경영자원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또 반대로 명확한 방침이 없어 비지
니스 지원 서비스 활용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사용 기업은 명확한 방침에 따라 전략적으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 경쟁력의 강화는 한국형 장기
고용(종신고용)과는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장기고용을 존중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인재육성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은 결국
사용 기업의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는 한국형 경영 모델 형성의
경영 수단도 될 수 있다.

(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업무 등의 명확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핵심으로 하고, 어느 부분
을 아웃소스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업무의 명확화·표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 IT화에 의한 업무의 표준화가 일정 정도 되고 있지만, 업무 전반을 보면 아
직도 충분한 명확화·표준화가 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업무 과정 개혁(BPR)이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을 검토하는
경우 모범 기업이 실시하고 있듯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업무내용을 철저하게 밝혀내 업무 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회사 내에 남겨
야 할 기능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을 검토하는 기능과의 분리 실시가 전제가 된
다. 그 때문에 업무를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에는 방대한 수고와 비용의
소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모범 기업은 그 성과를 누리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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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자의 강한 리더십에 의한 경영 혁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국형 경영 모델을 실현하고 기업 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의 명확화나 실력주의의 도입, 인재 육성 체계의 재검토라
는 회사 내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반대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비지니스 지원 서비
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영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을 기업 전략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고경영층 스스로가 위탁과 강한 리더십에 의한 솔선적인 노력이 매
우 유효하다.

(2)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과제

(가) 한국형 경영 모델에 의한 기업 니즈의 대응
사용 기업의 요구라도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그 요구를 총족시키는 형태로 발전해야
만 담당자는 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파견·업무 도급형의 서비스, 고도 전문
서비스, 교육 서비스라는 3개 분야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는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고도
화하는 요구에 충분히 대응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① 비교적 활용되
고 있는 파견·업무 도급형의 서비스로부터, 보다 부가가치의 높은 업무 개발, 업무 설계
분야로의 확대, ② 발전 중에 있는 고도 전문 서비스 및 한층 더 진행된 교육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질 향상의 양쪽을 통해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발전하고, 니즈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26)

(나) 사회적 요청에 대한 대응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파견·도급업계는 일부 사업자에게 법령 준수(compliance)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또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에 의해 취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
받고 있다. 이것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떨어뜨리고,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낳는
한 요인이라면, 사용 기업에서의 신뢰성이 높은 상대방이 될 수 있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
회적 요청에 따른 대응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26) 이 때 사용 기업이 미국 기업과 달리 한국형 경영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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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미국에서 오프쇼어(offshore) 및 아웃소싱(outsourcing)이 진전한 것처럼 단순하게 비교
적 크게 업무의 분리를 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인 분야는 향후 보다 저비용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현재 상태로서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업계 구분을
넘는 서비스의 상호 참가와 한층 심한 수주 경쟁이 시작되는 중 기존의 비용 장점 제공형
의 단순 작업 서비스로부터 컨설팅 등의 보다 높은 공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의 전개 등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에 따른 것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와 수익을 확대하는 동향도 나타
나고 있다. 일부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는 최첨단이라는 해외 기업에 의한
동종의 서비스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키우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적으로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단계이며, 한층 더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지하는 인재의 육성도 중요
하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내부에서도 인재 교육의 내실화가 과제가 된다.

(3) 취업자 입장에서의 과제

취업자는 경력을 향상시키려면 자신의 기술을 항상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용 기
업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경력 육성은 주로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연수나 OJT 등의 회사
내 교육이 담당해 왔기 때문에 취업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술 향상과 함께 자기의
경력 업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기업에 의한 인재육성 투자의 중점화나 비지
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확대 등에 의한 고용이 유동화되면서, 취업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같이 자신의 경력 형성을 사내 교육만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제공에 필
요한 스킬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는 자신의
제공 서비스 이상의 수준을 교육하는 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취업자가 자기실현을 위해서
보다 고도의 업무나 직업에 대한 경력 업을 도모하고 싶어도 외부 교육기관도 충분히 없
는 현재 일정 수준에서의 기능 향상이 어렵게 되었다.
고용의 유동화가 잘된 미국에서는 취업자는 비지니스 스쿨 등 다양한 외부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취업자는 거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전직 때마다 경력 업을 도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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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내 교육을 대체하는 외부 교육 인프라가 덜
정비되어 취업자가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취업자는 스스로 의식하여 자기의 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이러한 노력에 따를
수 있는 외부 교육 서비스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로서 경력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
술이나 지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정책

가. 유저 기업,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취업자의 상생(Win-Win-Win)의 관계
구축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사용 기업, 서비
스 공급자로서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또 사용 기업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쌍방에서 일하는 취업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가 기본이 된
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① 사용 기업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
으로 발휘해 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을 준다.
②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은 사용 기업의 요구에 기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비
스의 품질이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한층 더 성장시킨다.
③ 취업자는 스스로가 그리는 경력 경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고도로 급여 수준의 높은 자리를 요구한다는 3자가 대등한 파트너십
아래에서 말하자면 상생(Win-Win-Win)의 선순환의 고리를 원활히 순환시켜 가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

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하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
음과 같이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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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기업에 의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의 지원

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의 정리·제공
사용 기업에서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때 과제는 우선 기업의 자조 노력에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넓고, 그 성장이 빠르다. 그리고 국내외의 이용
할 수 있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있는 점에서 기업에 의한 자조 노력만으로는 많은 정
보를 정리해 최적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 정보수집 기능과 중립적인 역할을 살려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의 정리와 계속적인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광범
위한 선진 사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에서의 상품 설계나 생산 업무에서의 전략적 활용 등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유형화의 활용 장점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리해
이익 활용의 성공 사례(모범)의 제시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 기업에 의한 서비스
활용 전략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의한 성장 전략의 검토, 시장의 저변 확대, 단순한
외주를 넘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구축을 촉진한다.

② 사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기술의 명확화
사용 기업의 회사 내에서 필요한 업무와 기술을 명확화하고 아울러 이것을 표준화해 국
내외에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 사용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핵심 부
분으로 사내에서 행하고, 그 부분을 외부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지를 판단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와 더불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용 기업에서의 니즈의 파악을 가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용 기업의 입장에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 기업의 취업자가 핵심 업무에 공헌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 능력 향상을
도모해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게도 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계와 공동으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요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표준 업무와 이에 대응한 기술을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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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의 명확화된 기술 활용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등 보급 계몽에도 노력한
다.

③ 기업 내 교육의 충실과 기업 내의 배치전환의 원활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에 의해 사용 기업은 사원에게 핵심 분야에서 노하우의 축
적이 많고, 수준의 높은 업무에 전념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OJT에 더불어 사원의 한층 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충분한 기업 내 교육이 필요하다. 즉 기업 내 교육의 충실을 위해서는 어느 기업에
도 공통으로서 필요한 경영기법이나 지식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사 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노하우나 경영이념, 기업 문화의 전달을 집중하여 자기 회사에서 실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비지니스의 지원 서비스 중에는 e-러닝에 의한 편리성이 높
은 인재육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어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부문마다 인재육성을 실시할 때에 일반적 공통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
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문 특유의 지식·노하우를 전할 수 있고, 다능공(多能工) 등의 육성
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부문 횡단적인 기업 내의 배치전환의 비용 등을 줄
어서 능력이 높은 우수한 사원을 대부분 포용하는 것이 기업의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요소를 낳아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2)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의 지원

① 정책 툴로서의 정부 조달의 유효 활용

a.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수요의 현재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재촉하는데 있어서 정부 조달은 중요한 정책 도
구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과거의 실적이나 습관에 얽매이는 일 없
이 서비스 내용 본위로 시장원리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통하여 행정기관에서의
인재의 핵심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입하고 아울러 정형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행정 효율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결국 형성되는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가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수요를 현재화하고 아울러 일반 사용 기업에 다양한 이용 사례를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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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 가이드라인 작성
IT의 분야에서는 정부 조달을 행할 때 서비스 수준 어그리먼트(SLA)의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IT 조달에서의 서비스의 품질관리나 거래의 투명화가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조달처의 선정시 비용 외에도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등
정부 조달의 활용을 통해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는
곳도 가능해진다.

② 기술이나 서비스 내용에 따른 보수의 결정 방법의 확립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에 일을 지급하는 업무급이라는 견해가 정착하고 있지 않고, 사람에
게 보수를 지급하는 능력급이 주류이다. 이로 인해 어떠한 업무에 얼마큼의 보수를 지급
하는가 하는 임금 모델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다는 생각이 정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시에 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가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의 과제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로
부터 계약의 투명화·적정화, 질의 담보까지,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외의 보수의
결정 방법과 관련되는 모범을 소개함으로 사용 기업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노력을 촉구한다.

③ 기업 내 교육 및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로서의 교육 서비스의 충실 지원
사용 기업 모두 공통되지만,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는 기업 활
동을 지지하는 인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OJT뿐만 아니라 충분한 기업 내 교육이 필
요하다.
그 때문에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로서의 교육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현
장 인재에 대한 경력 교육 제공 지원에 더불어 비지니스 스쿨을 대표로 하는 하이 수준
인재의 육성 프로그램의 정비를 지원한다.
그 때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사원의 교육에 대해서도 기업 일반적으로 공
통적으로 필요한 기법이나 지식은 외부의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기대된다. 한편 이
러한 제공 기업의 사원은 자사 내에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과 일을 실시
한다. 그 때문에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로서의 경영이념·기업 문화의 침투나 철저한 정보
안전성(security)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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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독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④ 관련 규제의 검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은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확대되어온
반면, 일정한 룰의 존재가 취업자의 노동문제 등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른 폐해
를 제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한편 경제계는 현재있는 규제로서 근로자파견법의 대상업
무 및 파견기간의 제한 등을 지적한다.27)
또 한국형 경영 모델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비지니스 관행의 구축에 역행한다는
것도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기업의 서비스 활용이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서비스 확
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장해의 검증이나 안전망(safety net)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적
으로 검토한다.

⑤ “우리나라의 강점”을 이끌어 내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개 지원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전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잠재적 강점을 이끌어 내는 것을 지원한다.

a. OECD에서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검토 촉진
2005년 5월의 OECD 각료 회의에서 서비스 연구가 보고되어 계속된 개별 분야의 연구를
국제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계속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는 국경을 넘
은 서비스 형태(오프쇼어링(offshore)) 등 국제화가 현저하게 진전하고 있는 분야이며 장래
의 정책 입안의 기초적 데이터를 정비하는 등의 관점으로부터 OECD에서 동 분야의 검토
를 촉진한다.

b.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국제 전개의 지원
해외에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높은
27) 일본의 경우 ‘고용 신청 의무’란 파견 수입 기간의 제한이 있는 업무에 대해 제한 기간의 도래한 날 이
후도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및 파견 수입 기간의 제한이 없는 업무에 대해 동일한 업무
에 동일한 파견 근로자를 2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동일한 업무에 새롭게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의 신청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미 고용이
확보된 파견 사업의 파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와 괴리하어 오히려 고용 신청이 “빼내기”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 기업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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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강점이 해외에서도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연휴협정(EPA)
교섭이나 WTO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나 광고 등에 대해서 참가 제한이나 외자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해당국의 경쟁
력 향상을 달성되는 것도 분명히 하면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국제 전개를 지
원한다.
이러한 국제 전개가 진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서 국제 수평분업 체제의 구
축이 진행되어 물류나 IT, 인재파견,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의 분야에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의 동향이 촉진된다.

⑥ 기업 내 정보 안전 대책의 추진에 의한 신뢰성의 향상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 기업의 우려는 정보 안전(security)의 신뢰도에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비지니스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 안전 통치를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 정부로서는 정보 안전 수준이나 정보 안전 정책, 사업 계속성에 대해 일정 수준을
넘는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로부터만 정부 조달을 실시하고,28)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격차를
경감함과 함께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29)

(3) 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지지하는 포괄적 인재육성 기반의 정비

사용 기업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양쪽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인재육성
이 필요하다. 또 양쪽의 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 자신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에 근거하여
경력 업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형의 기업 내 교육과 함게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에 의한 포괄적 인재육성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28) ① 정보 안전(security) 대책 벤치마크： 정보 안전과 관련되는 필요한 대책과 적정이라고 생각하는 수
준에 대해 기준이 되는 지표의 제공과 평균 수준과 개선을 위한 추천되는 노력 등의 제공. ② 정보 안전
보고서 모델： 기업의 IR 등의 일환으로서 정보 안전정책과 내부 통제의 구조 제 3자 평가 등 사회적
관심의 높은 항목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의 모델. ③ 사업 계속 계획 책정 가이드라인： IT사고
발생시의 사업 운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유효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의 책정 순서나 검
토 항목 등의 해설을 실시하는 것.
29) 또 정보 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을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확실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보 안전감사 제도의 보급 계발에 노력한다.
- 155 -

① 전문 인재·현장 인재에 대한 경력 교육 제공과 경력형성 기회의 다양화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취업자·구직자의 경력 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지니스 지원 서비
스 제공 측의 전문 인재·현장 인재에 대해 경력 업의 목표가 되는 기술의 명확화를 도모
함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활용 요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적인 업무와 기술
을 명확화함으로 취업자의 자립적인 경력 경로 형성을 지원한다. 또 기존의 자격·교육에
대해 실무 체계에 맞은 형태에서의 재검토를 촉진한다.
이에 더불어 전문학교 등에 의한 교육 서비스 등 기존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역 밀착
형의 학습 기능의 강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민간 e 러닝 시스템을 보급한다.

② 산학 제휴의 촉진을 통한 하이수준 인재의 육성 프로그램의 정비
비지니스 스쿨 등과 기업과의 사이에서의 산학 제휴를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니즈에 알
맞은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촉진되는 구조 만들기를 정비한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
의 전문 인재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영 기술이나 인재의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한다.
이 때문에 관리 교육에서의 산학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비지니스 스쿨과 산업계와의 제
휴·협업 관계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 다음 기업 요구를 바탕으로 한 비지니스 스쿨의 새로
운 모델의 확립을 지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지니스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이 기업 요구에 준거하고 있지 않은 세
계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 강사의 수용
이나 유학생의 수용을 위해서 효과적인 영어 코스의 확충, 소재가 되는 한국 기업의 사례
의 충실 등 실천적인 비지니스 스쿨의 코스 확충을 지원해 비지니스 스쿨의 실천 정도 향
상의 방도에 대해 검토한다. 또 기업 전략의 책정·실행의 담당자로서 필요한 포괄적인 지
식의 기술을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단기 MBA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가 높은 점에서 “단기 MBA 프로그램”의 창출을 지원한다.
기업 니즈에 따른 실천적이고 고품질인 관리 프로그램의 정비를 촉진하고,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비지니스 스쿨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프로그램과 제휴를 포함해 우
리나라의 비지니스 스쿨의 인증 취득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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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인용의 취업·직업 교육인 “리카렌트 교육”의 촉진
이러한 사회인용의 취업·직업 교육인 “리카렌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 컨텐츠의
유효 이용, 민간 교육 사업자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경력 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자에 더
불어 현재는 취업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 의욕의 어떤 주부층이나 중고령자의 재취직을 원
활화한다.

④ e러닝의 활용 촉진
e러닝은 취업자의 형편에 맞추어 기동적으로 동시에 넓은 범위의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매우 편리성의 높은 툴이며 취업자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학원, 대학, 코퍼레이트 유니버시티 등의 기관에서의 이용이 급속히 확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e러닝의 활용 촉진의 방책을 검토한다.

7. 결 론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가 나타난 것은 과거형의 고도로 수직통합한 기업의 바람직한 모
습이 슬림화한 수직통합 기업을 보다 각 기능에 특화한 “레이어 마스터(layer master)”(자
기회사의 강점인 분야에 특화하는 경영 스타일)의 편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영 모델에서는 기업은 경영 자원을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영 모
델은 기업마다 다양하다. 향후의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활용 방법의 우열은
경합하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 향후 세계의 경쟁에서는 사용 기업과 비지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관계가 지
원된다는 인식에서 각 기능의 전문집단 각자가 가장 자신있는 능력을 모아 파트너로서 최
강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 국내에서 실시하는 필연성이 낮
은 저부가 가치의 업무는 어쩌면 국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단독 기능
을 특화함으로 규모의 경제성과 지적 자본의 축적으로 고효율·고부가 가치형의 전문 서비
스업이 많이 커져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을 전망해 본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
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하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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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노사관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지원방안(이호창)

1. 노동환경 변화와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고령화라는 시대적 메가트렌드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이 더욱 증대하고 있음.

○ 글로벌화 속에서 전지구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요
인이 복합화 되고 있음.
- 향후 시장에서 생존성장하기
․
위해서는 단지 비용가격만이
․
아니라 품질, 다양
성, 납기, 독창성 등을 함께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 품
질, 유연성, 스피드, 혁신성 등을 겸비한 유연기업, 혁신기업으로 조직이 발전되어
야 함.
- 혁신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과 열의를 갖춘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야 함.
〔그림 Ⅸ-1〕시장환경 변화와 기업의 필요역량

출처: Boer, H. and F. Gertsen(2003: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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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와 기업은 자본과 기술에 앞선 선진국과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후발개도
국 사이에 끼여 ‘경쟁력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 과거 한국의 성공신화를 만들어냈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의존한 ‘비용우위전
략’은 이제 세계체제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변화와 노사관계 지형의 변화 속
에서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이제는 단순히 임금경쟁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임금을 높은 생산성과 품질,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

○ 지식정보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속에서 지식근로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지식기술환경이 변화하면서 기계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노동력보다는 다양한 생
산기술체제의
․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필요함.

- 지식이 부가가치생산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인적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속에서 국가의 성
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음.

-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율 역시 세계 최
저수준에 머물러 있음.
※ 고령인구의 비중: 7.2%(2000) → 14.4%(2019) → 20.0%(2026)
※ 합계출산율: 1.16명(2004)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
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노사관계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사 간에 ‘단기적 실리주의’ 성향도 강화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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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실리주의적 성향의 증대, 강성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 정규직 노
조의 전반적 연성화(軟性化) 속에서 사업장의 정규직 노사관계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근로손실일수(천일): 1,580(2002) → 1,299(2003) → 1,197(2004)
- 향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요소만 일정하게 해소된다면 노사관
계는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하면서 노사 간에 장기적 거래의 관점보다는 당
장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단기적 실리주의’의 경향이 증대하고 있음.
-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수량적 유연성’과 비정규
직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에 관심을 두며, 노조나 근로자는 임금중심의 분배교섭
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당장 최대한 성과를 받아내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음.
- ‘단기적 실리주의’는 노사관계를 현상적으로는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 신뢰
나 장기적 거래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 파트너십을 통한 조직발
전에는 장애물이 됨.
- 불신을 내재한 노사관계의 표면적 안정화를 뛰어넘어 노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
는 적극적 의제를 중심으로 역동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정이 새롭게
추구해야 될 역동적 파트너십의 핵심내용임.

〔그림 Ⅸ-2〕노동환경 변화와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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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지원의 필요성

○ 인적자원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을 연계하여
노사관계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역동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
요함.

- 노사 간의 불신과 갈등은 인적자원개발의 걸림돌이 됨.
노조나 근로자가 인적자원개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기업이 인적자원개
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
- 참여와 협력의 역동적 파트너십은 인적자원개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과 헌신이 높아지고 ② 인적자원개발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공유를 통해 효과
적인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해 지며 ③ 경영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④ 인적자원개발 기회가
선별된 핵심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폭 넓
게 제공될 수 있게 됨.

○ 노사 간에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뿐 아니
라 정부 및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은 개별 노사에게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정
책적 의미를 갖는 과제임.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은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만, 종종 노사 간의 불신, 필

요한 지식정보나
․
경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노사 자율적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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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지원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 ․ ․
네트워크 구축 등
3. 한국의 현황
○ 업종지역
․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노사파트너십
은 형성되고 있지 못함.

- 2003년 말부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10개 업
종까지 확대되어 있으나, 아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근로자 대표가 참
여하고 있지 않음.

○ 사업장 수준에서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근로자 참여와 노사파트너십이 활성화되
어 있지 못함.

- 여러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정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미미하고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Ⅸ-2>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참여 형태
(단위: 개, %)
구분

규모

업종

전체

50명미만

50～299명

300명 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적극참여
참여미미
협의운영
요청 때
부서단독
기타

9(7.8)
14(12.1)
48(41.4)
24(20.7)
19(16.4)
2(1.7)

34(12.8)
33(12.4)
89(33.5)
65(24.4)
45(16.9)

97(25.2)
46(11.9)
73(19.0)
88(22.9)
77(20.0)
4(1.0)

55(15.3)
44(12.3)
97(27.0)
90(25.1)
70(19.5)
3(0.8)

47(21.5)
25(11.4)
63(28.8)
39(17.8)
43(19.6)
2(0.9)

38(20.1)
24(12.7)
50(26.5)
48(25.4)
28(14.8)
1(0.5)

140(18.3)
93(12.1)
210(27.4)
177(23.1)
141(18.4)
6(0.8)

합계

116(100)

266(100)

385(100)

359(100)

219(100)

189(100)

767(100)

출처: 김수원 외(200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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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이 부진한 것은 노사 양측의 인식과 역량의 문제, 법제도적 결
함,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해 노사 양측은 아직 소극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와 관련된 역량도 부족한 상황임.
경영측은 ① 인적자원개발은 경영자의 전결(專決)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
로자의 참여는 경영권을 침범하는 것이고 ②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는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며 ③ 전문
성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대표가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인적자원
의 효과적인 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형성에 소극적임.
노조들은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 질 일이지 노조운동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음.
특히 무엇보다 노조 내부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경영측과 심도 깊게
논의할 만한 전문역량이 부족한 점은 노조가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로자참
여 및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이거
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예컨대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을 노사협의회의 공동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자가 공동결정을 회피할 경우에 적용될 대안적 절차나 제재규정이 없어 사
실상 선언규정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함.

○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노사관계정책과 유기적 연계성을 갖지 못한 채 진행되며 인적자
원개발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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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정책
들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인 인적자
원개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부족함.
- 노사관계정책은 주로 노사관계 안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노
사관계와 분리된 채 별도로 진행됨으로 인해 두 정책간의 연계성이 매우 취약함.
-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두 부문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 현재 노사관계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과 직간접적
․
관련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노동부 지원 정책프로그램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양과
․

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음.

- 노동교육원과 뉴패러다임 센터에서 노사관계 개선 및 작업장혁신과 관련된 컨설

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인력의
․
제한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함.

- 노동교육원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자에 대한 노동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노사관계 중심교육에 머물러 있을 뿐,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을 연계한 교육,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지원을 통해 노사관계 발전과 작
업장 혁신을 촉진시키는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재정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프로
그램이 너무 포괄적이고 주로 소극적인 예산지원기능만을 수행하여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음.
지원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장혁신, 생산성향상, 노사 공동의 관심
사 및 문제해결, 근로자 참여증진과 의사소통의 개선,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규정사항,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보
급 및 홍보, 노사화합 행사 등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대상으로 망라하고 있음.

재정 및 인력의 문제로 대부분 예산지원관리기능만을
․
수행하고 사업운영과

․
, 우수사례의 전파확산
․
,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은 거
관련된 자문지원서비스
의 시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지원사업의 의미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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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지원사례

○ 선진국들은 인적자원개발을 변화하는 경쟁환경 및 노동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이것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업
종지역사업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
○ 역동적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지원프로그램

-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사파트너십 및 작업장혁신 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지원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국(Labor 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 캐나다(Labour Management
Partnership Program), 영국(Partnership at Work Fund), 핀란드(National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 아일랜드(New Work Organization Program) 등
-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개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선 및 작업장혁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사업목적 및 정책방향에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증대하고 있음.

- 대학, 연구소, 교육기관 등 전문가 그룹들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직간접적으
․
로 결합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우수사례(best practices)는 발표회, 워크숍, 자료
집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파확산되고
․
있음.

간의 협력네트워크와 역동
-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정전문가조직
․ ․ ․
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음.

○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지원: 캐나다의 Sector Council Program

- 캐나다 정부는 Sector Council Program을 통해 업종 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
한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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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협의회는 “일정한 경제활동영역에서 기업, 근로자, 교육계, 전문가 그룹과
정부 대표자의 파트너십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각 업종에서의 인적자원 이슈
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기구”임.
- 업종별 협의회는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이슈의 확인, 학교-일자리 이행의 원활화,
신규 근로자 확보 및 안정적 재직 유도, 직업별 숙련기준의 개발, 숙련인력 부족
에 대한 전망, 작업장 훈련의 활성화 지원, 산업 및 직업에 대한 홍보전략 추진
등을 하고 있음.
-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지원조건은 ① 해당업종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 여부 ② 인
적자원개발과 관련해 해당업종 내에서의 충분한 합의도출 여부 ③ 정부 지원의
전략적 필요성의 존재여부 등임.
- 2005년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종별 협의회는 31개이며, 지원금액은 총
7천만 캐나다 달러(620억원)로 이 중 1천9백만 달러가 업종별 협의회의 기본활동
등 인프라 형성에, 나머지 5천1백만 달러가 구체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결과, 2005년 현재, 약 30만명의 피용자, 106개의 노조, 182개의 경영
자단체가 업종별 협의회의 공식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역동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미국의 FMCS

- 미국의 FMCS(Federal Mediation & Conciliation Service)는 독립적인 공적 기구
로서 분쟁조정과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FMCS는 전국적으로 70개의 현장사무소가 있으며 약 200명의 전임조정관들
(full-time mediator)이 활동하고 있음.
- FMCS는 초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소방수’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분쟁조정
및 갈등관리 뿐 아니라 노사 간의 역동적 파트너십을 촉진지원하는
․
다양한 사
업을 전개하고 있음.
- FMCS는 예방조정과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RBO, IBB, LMC, SST, PIC 등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
있음.

-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관들은 해당사업장에 대한 진단 및 노사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노사에게 제안운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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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사의 역동적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고 있음.
- FMCS는 또한 Labor-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을 통해 사업장, 지역, 업
종, 공공부문에서 노사가 역동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에 대
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Grants Program의 지원예산은 150만 달러이며, 매년 10여개의 노사협력프로젝트
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노조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영국의 노조학습기금

- 영국 정부는 노조와 근로자의 참여와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직업훈련과 숙련개발
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8년 노조학습기금(Union Learning Fund)을 도
입하였음.
- 노조학습기금은 기초적 기능의 함양만이 아니라 전문적 기능의 훈련에도 지원되
는데, 주된 사용처는 노조 학습위원 훈련, 작업장 내 학습센터 마련, 근로자들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과정 개설 사업 등임.
- 노조학습기금을 받아 훈련한 학습위원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근로자들이 숙련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훈련에 나서도록 촉진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함.
- 학습위원 훈련의 비용 및 효과를 보면, 학습위원 1인당 평균 훈련시간은 5일, 훈
련소요비용은 377.88파운드 정도이고, 학습위원은 주당 약 5시간, 연간 약 30일의
학습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노조학습기금은 노조 학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노조를 교육훈련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직업훈련에서의 노사파트너십 증진, 사회적 통합 증대, 임금교섭
위주의 활동에 집착하는 전통적 노조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지원방안

○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추진과 노사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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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노사관계의 정책과제가 분규발생의 억제라는 노사관계 안정화 차원에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향후의 정책과제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넘어 인적자원개발 파
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사의 역동적 파트너십이 뒷받침
되어야 함.
-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 역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
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

○ 노사관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
발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는 노사관계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음.
- 향후에는 노사관계 정책을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
고,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역동적 파트너십을 중시할 필
요가 있음.

○ 노사관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지
원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근로자 참여 및 노사파트너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선언
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법 제도 제정 및 개정 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보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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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함.
-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인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히 좁히면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
을 높이거나, 혹은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을 검토함.
- 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 시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함.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지원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 ․ ․
네트워크 구축
- 역동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사정전문가를
․ ․ ․
망라하여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 이 네트워크에는 특히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에서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practitioner)을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함.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정보뱅크 구축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뱅크를
구축함.
- 정보뱅크에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과 관련된 정보와
동향을 수록하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HRD-Net 내에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과 관련된 정보뱅크를 추가적으로 구
축하거나, 또는 노사파트너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보뱅크를 구축하면
서 그 안에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파트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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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IPA(참여협회)가 DTI의 파트너십 펀드 지원을 받아 파트너십과 관련
된 정보뱅크(www.partnership-at-work.com)를 구축운영하고
․
있음.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자문컨설팅
․
서비스 제공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자문컨설팅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사가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발
전시킬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동교육원이나 뉴패러다임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자문컨설팅
․
서비스
를 확대하도록 함.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노동교육 강화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떨어지는 데는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교육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노동교육이 노사관계 중심의 교육에 머물렀다면 향후의 노동교육은 인적
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의미, 중요성, 내용, 추진방안 등을 노동교육에 포함시킴
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함.
○ 업종별지역별
․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에서의 노조 참여와 파트너십
- 현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캐나다의 ‘Sector Council Program’과 같이 업종별 협의회에 노조가 참여하며 인
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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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과 관련된 노조역량 강화 지원

- 노조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경영측과 논의할 전문역량이 부족하여 노
조는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경영측 역시 노조를 불신하고 있
음.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 노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분배 중심의 소모적
노사관계를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영국이 ‘노조학습기금’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서 노사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있
듯이, 우리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노조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
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도입하기로 합의된 ‘근로자학습재원’을 인적자
원개발과 관련된 노조역량 강화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음.

Ⅹ. 고령화·다양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박준성)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은 경제여건의 변화,
종업원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장 큰 환경변화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으로 능력주의와 업적주의를 강화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립하겠다는 기
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인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활용 폭을 높이는 경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전문직 활성화라든가, 노사관계의 안
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이 줄어들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인적자원관리를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로 개선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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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연공서열식 인사제도에서 형성되어온 ‘어깨동무 정신’이라든가 ‘집단 평
준화 의식’ 등이 곳곳에서 성과관리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양
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채용이 확산되고 아웃소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봉제 등의 성과주의 보상제도의 도입적용이
․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과를 지향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30)
향후 10년을 내다볼 경우 인적자원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인력의 고령화현상이다. 고령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부담을 준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의 상당 부분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령화시대에 인적자원관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가
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고령화-저성장-기업내 고령화 현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에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7.1%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기준)로 진입하였고, 합
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출생아 수)이 2003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기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년
인구 100명당 노년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04년 현재 44.4로 1991년 20.9보
다 2배나 상승하였다.
본격적으로 고령사회가 될 2017년 전후에 노령화지수가 100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
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31)

30) 노동부가 2003년 1월10일～1월23일(2주간) 기간 중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4,570개소 수거)를 대상
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인 이상 사업장 4,570개소 중 연봉제는 1,712개소(37.5%), 성과배분제는
1,256개소(27.5%)가 도입실시되고
․
있다.
31) 이은미·엄동욱,「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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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Ⅹ-1〕유년인구 및 노년인구 비중 추이

1971～2003년 기간 중 5개년 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90년대 초반까지 7～9% 수준을
유지해 오던 성장률이 90년대 후반(1996～2000년) 이후 4%대 중반을 유지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Ⅹ-1>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추이
(단위 : %)
연도
평균성장률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4
7.6

7.0

7.8

9.6

7.8

4.6

4.6

자료: 한국은행 자료 재구성

특히 2004년은 30%가 넘는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의 지속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4.6%에 그쳤으며 금년에도 5% 이상의

성장이 어려워 저성장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3～2007년 기간 중 4.8～
5.4% 수준, 2008～2012년 기간 중 4.5～5.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32)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잠재성장률은 4%나 그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이 1% 증가하면 실업률이 0.3% 포인트 하락한다고 할 때, 역으로 잠재성
장률이 점차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환경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32) 한진희 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한국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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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Ⅹ-2> 기간별 성장잠재력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5천불 달성기
(70～89년)

1만불 달성기
(90～95년)

1만불 이후
(96～2003년)

2004～2010년

잠재성장률

7.9

7.0

5.4

4.0

요소투입

5.1

4.0

2.3

2.0

자본

2.3

2.2

1.3

1.4

노동

2.9

1.8

1.0

0.6

생산성

2.8

3.0

3.1

·2.0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움 자료, 2004.9.13.

전통제조업은 최근 10년 동안 평균연령이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도 격감하였다. 동기간
중 첨단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도 증가
하였다. 전통제조업은 고용이 축소되면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장 산업은 고용이 증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업이나
오락, 문화, 운동업의 경우와 같이 큰 폭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은 평균연령이 낮아지
고 있다.

<표 Ⅹ-3> 산업별 근로자 평균 연령 및 재직 근로자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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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중 대기업 근로자는 20대 근로자가 줄고 40대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500인 이상
대기업도 신규채용인력의 유입은 줄고, 중고년 재직자가 증가하여 평균 근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Ⅹ-2〕1993～2003년 대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 변화

요컨대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이로 인한 저성장은 신규고용창출을 줄이고
이는 다시 기업내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

최근 계층 간의 소득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과 내수기업간의 격차, 모든 근로자와 임금근로자간의 평균근속년수 격차, 정규직과 비정
규직간의 직장유지율의 격차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양극화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란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2분법이다. 복잡
한 경제 현상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은 있겠으나 지나친 2분법으로
현상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양극화란 이름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격차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현상에서 격차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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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가 중요하다. 격차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격차해소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차별적 격차는 해소해야 하지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리적 격차
는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격차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차별적 격차이고 어느 부분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리적 격차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차별적 격
차를 규제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동시에 관리적 격차를 보장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기 때문
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차별적 격차인지 관리적 격차인지를 판정하
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격차 또는 격차의 증가를 단순하게 현상악
화로 해석하여 해소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리적 격차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비슷한 여건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격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
다.33)
뿐만 아니라 비교 집단간에 경험, 기술축적의 정도 등의 변수를 제어한 후 격차를 비교
해서 차별적 격차와 관리적 격차를 구별해서 분석하는 치밀성이 필요하다.
요컨대 성장이 정체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합리화 노력이 추
진되면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고수준 고용이 증가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같은 저수
준 고용(under employment)이 증가한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
트타이머로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나 용역사원을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와 개인사
업자의 중간 형태인 특수형태 취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3. 고령화 ·다양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 변화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나라 조
33)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조사(2003)에서 나타난 일반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의 임금격차
는 100대 22.5이다. 또 정사원과 비정사원은 100대 3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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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뒤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개별 조
직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다양화 시대에서 정보 기술 분야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한 고성과 조직은 지

속 가능한 성장으로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100년 전 공업화 초기 시대에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기능 축적이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
이제 21세기 정보산업 시대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인적자본 가치를 축적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직들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인적자본 가치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
으로 피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사람중심의 인적자원관리패러다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으로 변신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딜레마가 있다.
둘째, 고용과 처우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연공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성과주의로
변신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딜레마가 있다.
셋째,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변화적응 정책으로 고용유연화 정책을 중시할 것인가 임금유
연화 정책을 중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딜레마가 있다.
넷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에서 내부노동시장형 인재육성 정책(making policy)을 중시할 것인지 외부노동시장형 인재
확보 정책(buying policy)을 중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딜레마가 있다.

〔그림 Ⅹ-3〕고령화·다양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상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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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10년 뒤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4. 사람중심의 HR과 직무중심의 HR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관리를 적용해왔다. 학력별, 직종별
로 채용하여 초임(임금가치)을 부여하고, 근속 서열을 중시하는 승진과 처우시스템을 적용
하고, 정년을 전제로 인사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연공형 인사제도로 총칭되는 전통적 인사구조와 운영시스템은 고성장이 유지되
는 산업화 초기에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호봉제 임금의 고비용
문제와 승진정체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다.
90년대 초반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승진과 승격을 분리운영하고 연공급을 능력급으로
개선하는 신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34)
90년대 중반이후 정부가 연봉제를 도입하고,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이 도
입되면서 전통적인 사람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Ⅹ-4〕사람 중심의 HR과 직무중심의 HR

34) 최종태, 박준성, 「철강산업의 인사제도」, 서울대출판부, 1993.
박준성, 「인재육성형 신인사제도」, 비북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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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는 직무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의 구조를 결정하
고 직무수행 성과를 기준으로 인적자원관리를 운영하는 서구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다. 업무의 성과책임(accountability)과 역량(competency)을 중시하고 직무가치, 역할 및 직
무수행 성과에 따라 보상을 결정한다. 고용의 유연성이 높은 관리시스템이다.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
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10년은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로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는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보상을 주는 교환관계를 관리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서양간에 차이가 없다.
연공주의는 근속(seniority)을 중시하는 관리원칙이고, 성과주의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시하는 관리원칙이다.
나이나 근속에 따라 급여를 인상(pay increase)하는 연공급(seniority based pay)과 근속
기간을 승진점수에 반영하는 경력(근속)평정제도, 직급단계마다 일정기간의 재직 연한을
요건으로 하는 직급승격제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정년제도, 재
직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퇴직금을 부여하는 법정퇴직금제도, 연령을 채용기준으로 활용하
면서 학교 졸업자를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신규채용제도 등이 연공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근무수행능력을 평가한 성적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는 능력급과 해당 직급의 직무수행능
력 요건을 기준으로 승진과 승격을 운영하는 직능자격제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계
약을 해지하는 정년제도를 적용하면서 재직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퇴직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점수제도 등은 성과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직무의 시장가치나 기업 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초임과 직무(급여)등급을 결정하
면서도 근속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미국의 공무원과 생산직 근로자
의 급여제도는 직무중심의 제도이면서도 연공주의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직무의 시장가치나 기업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결정하고, 담당 직무
의 수행실적과 직무수행역량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는 직무급은 성과주의로 운영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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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인적자원관리는 연공주의고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는 성과주의라
는 이분법은 정확하지 않다.
사람중심의 직급구조에서 근속서열을 중시하면 연공주의적 직급운영이 되고, 직무수행능
력을 중시하면 능력주의적 직급운영이 된다. 담당 직무의 변화와 관계없이 근속이나 능력
요건을 갖추면 승격 혹은 승진되기 때문에 직급가치와 직무수행성과가치가 불일치할 경우
고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5)
반면에 직무중심의 직급구조에서는 상위직무로 이동할 경우 승진(promotion) 이고 하위
직무로 이동할 경우 강등(demotion)이다. 배치이동 관리로 직무적임자를 선발한다.

〔그림 Ⅹ-5〕인적자원관리의 다양화

직무의 가치가 낮을 경우 승진기회가 적고, 직무가치가 높을 경우 승진기회가 크다. 근
속이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무가치가 높은 곳으로 배치하지 않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직무의 크기(직무의 전문성,
성과책임의 정도, 중요도 등)를 기준으로 직무등급을 결정하고 업무내용과 역할의 성격에
따라 직무를 분류한다. 직무가치에 연동하여 보상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비용이 발

35) 승진: 직책의 격상, 예컨대 팀원에서 팀장, 팀장에서 사업부장으로 격상되는 것.
승격: 직급(급여등급)의 격상, 예컨대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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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가능성이 적다. 강등을 유발하는 이동에 대한 제약으로 경력관리가 쉽지 않고, 직무
를 수행하는 인재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더 많
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숙련형성과 기술 축적이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림 Ⅹ-6〕사람 중심의 직급과 직무중심의 직급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승급과 직급승격을 실시하는 연공급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내부
노동시장형 인력운영에 효율적이다.
반면에, 고직급-고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고생산성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고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 근속과 관계없이 고성과를 발휘하는 인력에 대한 동기유발적
보상기능이 미흡하다. 그리고 정형적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장기
근속이지만 성과가 낮은 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 어렵다. 그만큼 고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개별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승급과 승격을 실시하는 능력급이나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 가치나 직무 가치 및 수행성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역할급이나 직무급과 같
은 직무성과급으로 보상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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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Ⅹ-7〕연공급과 직무성과급

6.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

OECD는 노동시장 유연성 개념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근로자 수, 근로시간 등 노동
투입량과

임금이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정도를

보는

고용의

유연성

(employment flexibility)과 임금유연성(wage flexibility), 인력재배치 및 조직개편 등 기업
내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이 미국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는 분석
을 한 연구 결과가 있다.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업률이 1% 하락할 때 실질
임금상승률이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36)
한편 노동연구원이 1996년～2003년 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하여 명목임금상승률과 명목
GDP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조정이 비교적 유연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6) 신동균, 전병휴,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변화패턴과 임금곡선", 노동경제논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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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경우 외환위기 직후에는 노동유연성이 높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단기적인 고용유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고용유연
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37)
2003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2004년부터 최근까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유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림 Ⅹ-8〕임금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송태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되었나", LG경제연구원, 경제정보, 2005.11.

요컨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효과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동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고용탄력성(=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진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경제
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고용의 불확실성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37) 송태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되었나", LG경제연구원, 경제정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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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Ⅹ-9〕경제성장률과 고용탄력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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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재호, "노동시장 양국화 현황과 과제,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노동연구원, 2005.

개별 조직은 총액인건비 관리 차원에서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선택한다. 고
용조정과 임금조정을 모두 중시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고용조정을 중시하는 기업 혹은
임금 조정을 중시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정기적으로 고용 인력의 5%～10%를 퇴출시키는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는 미국의 GE와 일본 스미토모 3M과 같은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다. 반면에 정년 보장은 물론 오히려 정년 연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대신 임금의 유연성으
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본의 Sharp같은 기업들도 있다.

〔그림 Ⅹ-10〕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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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의 유연성은 개별 기업의 여건과 그 여건에 맞는 인적자원관리 정
책에 따라 선택할 사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용의 유연성이나 임금의 유연성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선택되고 활용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IMF 이후 10년 동안은 고용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고용상의 문제점을 초래하였
다. 앞으로 10년은 고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임금의 유연성을 활용할 필요성
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7. 인재육성 정책과 인재확보 정책

개별 기업에서 인력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형태에 따라 외부노동시장형 인적자원관리와
내부노동시장형 인적자원관리가 형성된다,
전자는 모든 직무등급에 걸쳐 인력의 유입과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재확
보 정책이 중시되는 인적자원관리 스타일이다.
후자는 신규채용 경로로 대부분의 인력을 유입하고, 유입한 인력을 육성하여 활용하는
인재육성 정책을 중시하는 인적자원관리 스타일이다.

〔그림 Ⅹ-11〕외부노동시장형과 내부노동시장형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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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오랫동안 인재육성정책을 중시하는 인적자원관리를 적용해왔다.
신규채용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근속에 따라
직무를 순환하여 직무경험을 축적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투
자를 하였다.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인력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첨단 기
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내부에서 육성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장기근속으로 고직
급화 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인재육성정책
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트타이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물론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유기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 계속 고용이 불투명한 한시적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채용이 증
가하고,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는 특수형태취업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인재육성정책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시
적인 측면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에서 인력의 세분
화가 촉진되고 있다.
예컨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력은 노동시장에서의 교환가치와 기업내 직무가치를 기준
으로 크게 네 가지 직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Ⅹ-12〕인력직군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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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하면서 대체 인력을 쉽게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계약직군 인
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계약직군
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화가 진행될 것이다.
직무가 정형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업무자체가 필수적이거나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
요가 있고 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나 충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유지직군 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분사화 등의 아웃소싱을 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사용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하고,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헌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체가능성이 어렵고 낮은 핵심직군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내부에서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성과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내부에서 육성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이 쉬운 전문직군은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동안 기업 내의 인력의 고용형태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무가치와 직무수행성과를 중시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종별, 역할별 혹은 직군별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관리 스타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8. 맺음말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칠 거시적 요인을 살펴볼 때 향후 10년은 고령화･저성장 시대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시대에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고비용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자원관리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측면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로 변화하고, 인적자원관리를 운영하는 정책 측면에서 전통적인 연공주의가
성과주의로 대체되면서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면서 연공주의 정책을 고수하거나 성
과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면서 연공주의 정책을 고수하거나 성과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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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통적인 내부노동시장형 인적자원관리는 외부노동시장형 인적자원관리를 벤치
마킹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재육성 중시 정책은 인재확보 중시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변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향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본격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화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장애요인
을 제거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인적자원관리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화 시
대가 전개될 경우 계층 간의 차이는 지금보다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차이를 불법적인 차별과 합리적인 관리로 구분하여 다
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다양화 시
대를 풍요로운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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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고성과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정재훈)

1. 들어가는 말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계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산업현장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경쟁력 저
하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문민정부에 의해 노개위(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1997년 2월 노동관계법이 대폭 수정된 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
는 과거 노사협의회법으로 불리던 법을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바꾼 점이
다. 이는 노개위에 참여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향후 진로를 노조 혹
은 종업원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미국식 고성과 조직(High performance work system)
으로 삼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 고성과조직에 대한 관심은 특히 1987년 6.29선언 이후의 전례없는 대규모 노사
분규를 겪으면서 격화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서 고조되었으며 주로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환위기를 맞아 그 도입과 실행에 탄력이 붙으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보다 확고한 자리
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식 고성과 조직 혹은 고능률 생산체제는 우리의 대안일 수 있을까?
다수의 조직들이 독자적인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혹은 뉴패러다임의 이름하에 갖
가지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논의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미국식 고성과
조직에 대한 개념과 그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다음 고성과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와 노사관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고성과조직의 형성을 위한
HR부문의 역할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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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식 고성과조직의 개념과 구성요소

고성과조직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미국 노동성은 “작업방식의 혁신과 품질개선을 도
모하고 급변하는 시장상항에 즉각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들에
게 이에 필요한 각종 정보, 기능, 인센티브와 책임을 제공하는 경영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38). 고성과조직의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미국 노동성의 경우 고성과조직으
로 가는 로드맵(Road to High-Performance Workplace, 1994)에서 「기술과 정보」, 「근
로자 참여, 조직체계 및 파트너쉽」, 「보수, 고용안정 및 작업환경」, 「고성과 작업장 관
행의 상호결합 및 기업 전략과의 연계」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성과조직 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는 가운데 고성과를 시현하는 경쟁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스웨덴의 사회기술시스템
으로부터는 팀작업방식을, 일본의 린생산방식으로부터는 QC 등의 품질관리와 린조직을,
이탈리아의 유연전문생산시스템으로부터는 네트워크 조직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들 간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고성과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식 고성과조직이라 하더라
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이는 현재도 진화의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아펠바움(Appelbaum, E.)과 바트(Batt, R.)는 미국식 고성과조직을 미국
식 린생산체제와 팀생산체제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39). 여기서 미국식 린생산
체제는 볼드리지 품질대상 선정기준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고경영자 주도의 품질개
선 시스템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미국식 팀생산체제는 스웨덴의 사회기술 시스템, 즉 자
율작업팀 및 품질혁신을 결합한 것이다. 한편 이들은 고성과조직의 구성요소로는 경영관
리, 작업조직,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우리 나름대로 고성과조직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해 본다면 “고
성과조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자원과 기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
람, 기술 그리고 조직구조가 적절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요소
들이 다른 것들과 제대로 맞물려 조직 전체 안에서 원활하게 작용해야 고성과 시스템으로
서 기능하는 것이다.
38) 미국 노동성,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ies and Firm Performance, 내부자료, 1993.8; 이원덕, 미국
의 고능률생산체제와 신노사관계, 1995, p.37에서 재인용.
39) Appelbaum E. and Batt, R.(1994), The New Americn Workplace; 박준식 역(1996), 미국기업의 작업현
장 혁신, 한국노동연구원,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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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성과조직의 개념에 기초한 구성요소로는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과업설계(task sign), 사람(people-selection, training, development), 보상제도(reward
systems), 그리고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을 들 수 있다(〔그림 Ⅺ-1〕 참조).
〔그림 Ⅺ-1〕고성과조직의 구성요소

자료: Noe, R. et al.(2004), Fundamental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rwin, p.515.

그리고 고성과조직의 성과로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이익을 높이
는데 기여한다. 그 외의 성과로는 제품의 질 향상, 낮은 이직률, 고객만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Ⅺ-2〕참조).

〔그림 Ⅺ-2〕고성과조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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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성과조직의 성과창출 메카니즘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Ⅺ-3〕과 같다.
〔그림 Ⅺ-3〕고성과조직의 성과 창출 과정

자료: Noe, R. et al.(2004), Fundamental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rwin, p.517.

3. 고성과조직의 형성에 기여하는 조건
일반적으로 고성과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Ⅺ-1>과 같다. 이
들 조건을 크게 분류해보면 팀웍과 권한강화(Teamwork and Empowerment), 지식 공유
(Knowledge Sharing), 직무 만족 (Job Satisfaction),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의 강
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Ⅺ-1> 고성과조직의 형성에 기여하는 조건들
팀중심의 업무 수행
선발과정에서의 종업원 참여
종업원에 대한 공식적인 업적 피드백과 종업원의 업적 향상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지속적인 교육의 강조와 그에 대한 보상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게된 종업원 보상
장비활용과 작업과정의 구조화 기술을 통해 종업원간의 유연성과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촉진
장비, 해고, 업무 방식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
종업원의 다기능화를 장려하는 업무 설계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들의 직무가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종업원들의 이해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격려
자료: Noe, R. et al.(2004), Fundamental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rwin, p.518.
- 192 -

가. 팀워크와 권한강화

오늘날 조직은 종업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 많이
내리기를 바란다. 권한강화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팀 단위로 작업을 하도록 업
무설계를 하는 것이다.
조직은 새로운 팀원을 고용하거나 업무 스케쥴을 계획하는 등의 전통적으로 관리자가
내리던 의사결정을 팀이 하도록 하고 있다. 팀웍과 권한강화는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조직에서 종업원의 아이디어나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할 때 높은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다.
관리자는 팀원들간 혹은 다른 부서나 다른 팀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팀원들간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해야 할 정보나 자원에 대
해 팀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 지식공유

많은 고성과조직에서 학습조직(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종업원의 역량을 확
장시키는 조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직은 구성원의 학습에 기반하여 정보를
얻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일으킨다.
학습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지속적인 학습(Continuous learning) :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사결
정에 응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
② 지식창출과 공유(Knowledge generation and sharing) : 학습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 생산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은 조직 내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있다.
③ 비판적, 시스템적 사고(Critical, systematic thinking) : 조직이 아이디어와 가설, 그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종업원을 격려할 때 발생하며 보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학습하는 문화(Learning culture) : 조직의 목적이나 관리자에 의해 학습이 보상되고,
장려되고, 지원될 때 이루어 진다.
⑤ 유연성과 실험정신에 대한 격려(Encouragement of flexibility and experimentation) :
학습하는 문화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조직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종업원을 격려하는
- 193 -

것이 필요하다.
⑥ 종업원의 가치 인정(Valuing of employees) : 조직은 종업원이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
을 인식하고, 종업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직무만족

고성과조직에서는 종업원들이 직무 만족(중요한 가치를 달성하도록 종업원들이 업무에
서 성취와 인정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조사에 따르면 개개인의 성과수준이 높은 것이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고 한다. 보다 최근의 Watson Wyatt Worldwide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의 몰입도(업무와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만족)가 높은 조직이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한다40).
직무만족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고, 업무가 흥미롭고 명료해야 하며, 도
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종업원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몇몇 기업에서는 직무만족과 함께 자신의 업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한다. 열
정적인 사람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업무에 대해 이와 같이 느끼는 것을 직업적
친밀성occupational intimacy)이라고 부르고 있다. 직업적 친밀성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사랑하고, 동료들과 서로 돌봐주고 그들의 업무가 의미 있는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다.

라. 윤리적 행동

고성과 조직은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윤리는 기본적인
행동을 위한 원칙(정직성이나 공정성과 같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과 종업원은 그들의 고객, 지역사회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윤리를 문
서화하여 배포, 교육하고 그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이들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
구해야 한다.

40) Watson Wyatt Worldwide, Work USA 2002: Weathering the Storm(Watson Wyatt, October 2002,
www. humancapital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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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기준에 대한 목록은 내용을 발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조직은 윤리적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 성과관리, 정책을
따르게 하는 등의 HRM의 기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윤리적 행동이 모집과정(recruit)에
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고성과조직 인적자원관리의 특징

고성과조직에서 나타나는 인적자원관리상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역량에 근거한 주의 깊은 채용
나.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다. 팀 단위 구조와 유연한 업무설계
라. 교육훈련과 지식 훈련의 강조
마.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과 이양
바. 성과에 밀접히 연결되는 평가와 보상

"업무 성과가 탁월한 사람들은 회사측에 매년 거액의 연봉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지닌 전문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회사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
다.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면 최고경영자들은 긴장하게 된다." 최근 한 경제신문에 난
기사의 일부이다. 기사 내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능력이 있는 인재(Talent)를 소중히
하고, 이에 적합한 대우를 해주려는 분위기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
(Financial Advisor), 자동차 세일즈맨, 프로그래머,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웹디자이너,
경영컨설턴트, High Tech 관련 기술자 등, 역할 그룹별로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CFO(Chief Financial Officer), Marketing
Manager, Advertising Manager 등 그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아낌없는 투자와 보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우수 인재의 확보가 될 것이며, 이미 인
재 전쟁(War for Talent)의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 외국기업들의 경우
인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재를 핵심인재와, 전문 인재, 일반인재, 한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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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하고 있다. 이는 GE의 사례에서
이미 검증된바 있기도 하다. 10～20% 내외의 핵심인력을 구분하여 이들 인재를 중심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아울러 하위 10%내외 한계 인력을 구분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Talent Management, 즉 인재관리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 하고 있기도 하다. 조직 내 인재를 일
정한 기준에 따라 인재의 유형을 정의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인 인재관리를 한다는 것이
다. 반면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항공업계 전문지인 Conde Nast Traveler에 의하여 전
세계 85개 메이저 항공사 중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선정된바 있고, 미국의 항공사로는 유
일하게 26년 동안 한 해도 거리지 않고 매년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GE와는 대조
적으로 단 한 번도 정리 해고를 실시하지 않은 회사이다.
GE의 사례는 "탁월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핵심인재 위주의 인재관리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사례는 "탁월한 인재관리는 보통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와 같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지만, 그러나 기존 대다수의 직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100%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고성과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간략한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가. GE - 퇴출과 수혈을 통한 인재관리

GE의 경우에는 개인의 잠재력과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의 유형을 A, B, C 세 등급
으로 나누어 차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A 등급의 사람들은 정열이 넘치고 현명하며, 능
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여러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재들이다.
또한 그들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로 스스로가 항상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인재들로 규정화되어 있다.
이들 A 등급 인재는 소위 말하는 GE 리더십의 4E를 갖춘 사람들이다. 강력한 에너지
(Energ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인 격려
(Energize), 까다로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결단력
(Edge), 자신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Execute)을 의미한다. A등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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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B등급 인재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열정(passion)이다. GE는 B등급 인재를 회사
의 중추이자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B등급 인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B등급 인재를 A등급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것을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C등급 인재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욕을 상실시키는
경향이 있어 조직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GE의 인재관리 핵심은 성과, 잠재력 그리고 조직 가치와의 부합도가 높은 핵심 인재는
리더 군으로 육성하고 반대로 부합도가 낮은 C등급 인재는 지속적으로 퇴출시키고, 새로
운 인재를 수혈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력
곡선은 급여인상, 스톡옵션, 승진 및 이동 등과 같은 인사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차별적으
로 운영된다. A등급 인재는 B등급 인재에 비해 2～3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이에 반해
B등급 인재는 당 해 년도의 성과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 인상이 있을 뿐이다. C등급 인재
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A등급 인재에게는 상당 한 수준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B등급 인재 중에서도 60～70%
정도는 어느 정도 스톡옵션을 받는다. GE에서는 급여를 인상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승진을 시키는데 있어서 활력곡선은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되고 있다. 직원들의 업적에 대
한 보상을 위해 작성된 모든 추천 서류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활력 곡선이 첨부되게 되어
있다.
한편 Honeywell 사의 경우에도 GE사례와 유사한 인재관리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개별 관리자들을 Behavior/Results 메트릭스를 통해
Honeywell의 행동기준과 요구되는 결과의 충족 여부에 따라 High Potential, Promotable,
Valued Contributor, Placememt Issue로 구분하고 차별적인 인재관리를 하고 있다. 모든
관리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메트릭스 상에 분포되고 개인별 역량과 경력에 따라 차별적으
로 구분 되어 향후 추가업무를 부여할 사람과 육성할 사람, 퇴출 대상자 등을 선별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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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 피그말리온(Pygmalion)적 인재관리

영국의 극자가인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Pygmalion)'이라는 희곡에 등장하는 여주인
공 일라이저 둘리틀의 대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일반적인 기준들, 예를 들
면 옷맵시나 교양미 등을 제외하고, 당신은 교양 있는 숙녀와 꽃 파는 여자를 구별할 때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다 여자를 당신이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더 큰 비중을 둔
다. 당신(히긴스 교수)이 나를 항상 꽃 파는 여자로만 대하면 꽃 파는 여자밖에 될 수 없
다. 하지만 교양 있는 숙녀로 대한다면 교양 있는 숙녀가 될 수도 있다" 기업체에서 일부
관리자들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최고의 성과를 올리도록 대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피그말리온'의 주인공인 히긴스 교수처럼 별 의도 없이
실제 능력보다 낮은 성과를 내도록 종업원을 대우한다. 즉 인재관리 측면에서 소수의 핵심
인재 뿐만 아니라 묵묵한 다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100% 발
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그말리온적 인재관리는 사
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가치관과 철학에 잘 나타나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세 가지 기
본정신은

“첫째, 일은 즐거워야 한다. 일은 놀이이다. 즐겨야 한다.
둘째, 일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여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셋째, 사람은 중요하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사훈에는 "우리는 직원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공평
한 기회와 함께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우리는 고객
들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정신으로 대한다"라는 글이
있다. 종업원을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많은 기업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그러한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항공업계는 물론 미국 업계에서 일반화 되어 있던 정리해고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어떠한 직원도 고객을 위하여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동하였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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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상제도는 GE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직원 개개인
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팀이나 부서별 집단 보상에 중점을 둔다. 실적별로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이나 주식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다
음으로 임원들의 보수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일반 직원들과 같이 대우 한다. 다시 말해 직
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임원들의 보수도 인상하지 않는다. 사
우스웨스트 항공의 임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대부분 업계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많은 사람
들은 전에 다니던 곳에서 보수를 올려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입사
한다. 이는 돈보다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다.
1996년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컬리허(Kelleher, H.) 사장은 "사업전
략을 구상할 때 고객, 직원, 주주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하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당연히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자연히 고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것이
다. 그리고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면, 고객들은 우리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다."라는 말에서 직원에 대한 존중과 중시는 잘 나타나
고 있다. 탁월한 인재는 언제 어디든 갈 수 있고, 경쟁업체가 그 회사의 경쟁력을 모방하
려면 그저 그 핵심 인재를 데려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보통사람이 내는 탁월한 경쟁력은
경쟁자가 모방하거나 단기간에 따라잡기기 힘들다. 이러한 점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인재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 내에서 핵심 직무를 저성과자(C등급 인재)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해당 직무의 성과가 낮아짐은 물론 팀의 생산성, 부하직원의 육성, 경력관리, 바람직
한 조직문화의 형성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고성과자(A등급 인재)가 조직을 이탈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해당 조직은 고성과자의 수가 적어짐은 물론 유치하기도 힘들어지는 상
황이 연출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저성과자로 인한 악순환 고리가 발
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Talent Management의 이면에 숨겨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핵심인재가 확보육성될
․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되거나 검증된 도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별적인 인재관리는 차라리 관리하지 아니함
만 못하다. 특히 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력관리 관행,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
리고 노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아울러 평범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우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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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처럼 훌륭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문화와 조직 가치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
시해야 할 것이다.

5. 고성과조직의 노사관계상의 특징

미국의 노사관계는 기업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생산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노
사관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체제와
분배위주의 단체교섭을 축으로 한 뉴딜식 노사관계에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 혹은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
중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성과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노사협력을 통한 경쟁력 지향

뉴딜 노사관계가 ‘갈등 대립의 관계’였다면 신노사관계는 ‘화합 협력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징이다. 밀즈(D. Quinn Mills)와 맥코믹(Janice
McCormick)은
control)단계,

노사관계를

주종관계(master-servant)단계,

노사대등(union-management

사용자

counterbalancing)단계

지배(management
및

경쟁력

지향

(competitiveness orientation)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미국의 노사관계가 1980년대에 들
어와

노사대등

단계로부터

경쟁력

지향단계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Mills

&

McCormick,1985).
<표 2>에서와 같이 노사대등 단계에서 단체교섭의 역할은 규칙을 설정하고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키며,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경쟁력 지향 단계
에서 단체교섭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직장을 보호하고 벤치마킹
을 위한 개선 본보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노사대등 단계의 노사관계는 강력한 노
동조합 조직과 노사 대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분배위주의 교섭
이 핵심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노사교섭은 이미 생산된 파이의 분배를 위한 과
거지향적인 것이었으며, 이에 기초한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뉴딜노사관계는 노사대등 노사관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980년 이후 미국
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노사관계는 경쟁력 지향적이고 이것은 노사대립에서 노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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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경쟁력 지향적 노사관계에서는 이미 생산된 파이의 분배를 위한
과거지향적 교섭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사의 협력과 합작이 주된
관심이 된다. 따라서 노사의 교섭도 파이 그 자체의 생산극대화를 통해 노와 사가 장기적
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미래지향적 생산주의적 가치관이 노와 사 사이에 공유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표 Ⅺ-2>노사관계의 모형
주종관계단계

사용자지배단계

노사대등단계

경쟁력 지향단계

무

무

규칙설정

기업경쟁력 유지

임금인상

직장보호

근로자 권익보호

개선본보기 설정

단체교섭의 역할

노동조합 조직

약

초기성장

강

영향력있는 소수

노동법의 역할

약

사용자 권위보호

노조조직 지원

작업현장기준 설정

자료 : D. Quinn Mills and Janice McCormick(1985), p.11; 이원덕(1995),p.60에서 재인용.

나. 단체교섭으로부터 작업환경 및 전략적 수준으로의 노사관계축 이동

신노사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 노사관계 중심축이 단체교섭으로부터 전략적 수준 및 작
업현장 수준으로 이동한 것이다. 코칸(Kochan), 캐츠(Katz) 및 맥커시(MaKersie)의 이른바
KKM모형에 의하면 노사관계는 <표 3>에서와 같이 장기전략 및 정책결정 수준, 단체교섭
및 인사정책 수준 그리고 작업현장 및 개인 조직관계 수준의 세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 ․
고 보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노사정의
관심은 세 수준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뉴딜 노사관계는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단체교섭이 노사관계의 핵심축을 이루었다. 강
력한 노동조합 조직을 배경으로 노사가 교섭력에서 대등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는 경영의사
결정을 내리고 경영을 하며(경영전권의 행사), 노동조합은 경영성과의 배분을 위해 조직력
을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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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Ⅺ-3>노사관계 행위의 세 수준
수 준

장기전략 및 정책결정

단체교섭 및 인사정책

작업현장개인조직관계
․
․

사용자

노동조합

사업전략

정치적 전략

거시경제정책

투자전략

대표권 전략

사회정책

인적자원전략

조직 전략

인사정책

단체교섭전략

교섭전략

정

부

노동법
노동행정

감독유형

협약이행

근로기준

근로자 참여

근로자 참여

근로자 참여

직무설계

직무설계

개인적 권리

작업조직

작업조직

자료 : Kochan, et al., 1994, p.17; 이원덕(1995), p.61에서 재인용.

그러나 1980년 이후 미국에서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신노사관계는 그 중심축을 단체교
섭이 아니라 작업현장 수준과 전략적 수준에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량생산체제로부
터 고성과 생산체제로의 변화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대량생산체제는 기계중심적 생산방식
이었고 따라서 노동은 기계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근로자의 참여
는 배제되었고 노사가 기업발전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사용자는
경영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그 결과에 대한 분배를 단체교섭을 통하
여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적자원을 중시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창의를 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고성
과생산체제에서는 작업현장 조직 및 근로자의 역할 변화와 전략적 차원에서의 노사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하게 되었다.
다. 종업원 참여를 통한 노사협력합작
․
미국 신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번째로서 종업원참여와 이를 통한 노사의 협
력과 합작이다. 그리고 종업원참여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노사관계 중심축의 이동과 함께
전략적 및 작업현장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와 사는 각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힘겨루기 보다는 공통의
사명(mission)과 목표를 개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합작한다. 노와 사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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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발전이 전체 기업구성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모든 수준에서 함께
계획하고 문제해결을 추구해 나간다. 이러한 종업원참여와 노사 협력합작은
․
국제국내
․

경쟁, 기술 및 노동력의 변화에 의해 불가피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외부적 요인은 고
생산성-고임금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사관계와 작업조직을 혁신하여 노동력
의 기술, 지식, 모티베이션을 더욱 개발하고 활용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종업원참여의 확산을 가속시키고 있다.
종업원 참여는 특히 경제적 압력(경쟁)에 대응하여 고성과생산체제로의 혁신을 감행한
대규모 작업장, 신규사업장, 경영자, 종업원 및 노동대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노
사관계에 도입한 사업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비조직사업장 모두에서 종업원참여가 확산되어 오고 있다. 종업원참
여의 구체적 형태는 QC, 종업원 참여팀, 팀에 기초한 작업조직, 안전건강위원회, 성과배분,
노사공동 훈련프로그램, 정보공유 포럼,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노사공동 태스크 포스, 근로자
소유프로그램, 이사회에의 근로자대표 참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종업원참여에 대한 근로자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대다수의 미국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 작업조직 및 경제적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를 원한다. 1985년에 실시된 전국 서베이 결과41)에 의하면 종업원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90%가 자기 기업 프로그램을 훌륭한 아이디어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Princeton Survey Research Ceter에 의해 최근 실시된 인터뷰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 전문기술직, 감독직 모두가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
성, 엄격한 감독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일과 기
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사용자가 작업장 개선에 관한 자신
의 제안을 원하고 있고, 이를 값지게 생각하며 활용한다는 증거 등으로 나타나, 종업원참
여가 직업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영자들은 종업원참여로 인한 경영권의 약화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영자들
은 종업원참여와 노사파트너십이 근로자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
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영자의 이러한 견해는 GTE 부사장인 카스웰(Bruce
Carswell)이 던롭위원회(Dunlop Commission)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이원덕, 1995).
41) The 1985 National Survey of Employee Attitudes, Business Week and Sirota and Alper Associates,
1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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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근로자와 경영자가 제로섬 게임에서 경합하는 관계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우리는 권한이 부여된 종업원(empowered employees), 정부, 산업계, 노동조합 사이에 파트
너십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상호 이익이 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하
나의 팀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
종업원참여가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이 누렸던 권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노조간부는 종업원참여를 지지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의 입장은 AFL-CIO의 보고서

The American Workplace: A Labor Perspective 에 잘

나타나 있다.
“노사간에 완전하고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초한 새로운 작업조직을 촉진하고 유지하며
제도화(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파트너들이 상호 인정과 존중의 자세로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 단체교섭의 분권화

1980년대 이후 노사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네 번째 특징은 단체교섭의 분권화
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및 단체교섭의 역할 약화와 함께 미국 노사관계 제
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이다.
단체교섭의 분권화는 자동차산업, 고무산업, 고기포장산업 등에서는 산업내 기업간 패턴
교섭의 약화로 나타났다.

또한 수송산업에서는 전국협약(National

Master Freight

Agreement)의 영략력이 약화되고 전국 또는 기업단위의 전국 협약 수정이 빈번하게 이루
어졌다.
한편 철강산업의 경우를 보면 1982년 협상에서 철강노조(United Steel Workers: USW)
의 임금 정책위원회는 철강과 같이 여건이 어려운 업종과 비철금속, 컨테이너와 같이 여건
이 양호한 업종의 교섭목표를 차별화하였다. 이것은 USW의 협상방식을 전통적으로 특징
지웠던 조합내 업종간 패턴교섭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1985년에는 1982년의
협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교섭을 시작하면서 조율교섭(coordinated bargaining)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USW와 개별교섭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철강산업의 30여년에 걸친 조율교
섭 전통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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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러한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진전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사용자
의 교섭력 강화가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나, 기업조직의 변화, 즉 사업장단
위의 독립, 수직구조에서 수평조직으로의 변화, 권한의 하부이양 등과 같은 기업조직의 분
권화가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가져왔다는 설명이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교섭구조의 분권화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생산방식의 변화에서 분권화의 원
인을 찾는다. 즉 대량생산체제로부터 고성과생산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작업조직과 작업현
장 수준의 쟁점들이 보다 중요성을 더해가면서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새로운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장 노동조합
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업단위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촉진시켰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은 특정 기업에 적합한 팀작업 방식을 찾
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작업현장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단위 노사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캐츠는 이 설명의 설득력이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즉 사
업장 단위에서 교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작업현장 및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노
동조합과 종업원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노사관계 중심축의 이동(단체교섭에서 전략적 및 작업현장 수준에로의 이동)과 교섭
구조의 분권화는 함께 일어나고 있는 동반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마. 임금결정의 유연화

임금결정에서의 첫 번째 변화는 매년 임금인상 결정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의 임금인상 결정을 특징짓는 것은 COLA + AIF(생계
비상승 보전<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 연간 생산성증가 반영분<AIF;annual
improvement factor>)공식이었다. 1948년에 GM과 미국자동차노조(UAW)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COLA + AIF공식'에 의한 임금인상율 결정이 합의된 이후 이 공식은 자동
차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에도 확산되어 1970년대까지 미국의 지배적인 임금인상률 산정방
식으로 정착되었다. 이 가운데 COLA는 연간 물가상승률의 90%, 그리고 AIF는 1955년 이
후 연 3%로 거의 고정됨으로써 4반세기 동안 임금인상률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UAW와 자동차 빅 쓰리(GM, 포드, 크라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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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이의 단체협약에 이윤분배제가 도입됨으로써 임금이 기업성과에 의해 상당히 영향
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3년에 시급 근로자기준으로 크라이슬러사는 평균 4,300달러,
포드사는 1,350달러의 성과 보너스를 지급받은 데 비해 GM사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
다(이원덕, 1995).
두 번째 변화는 성과보너스의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개인별 보너스 지급방식을 이용하지
만 팀별 보너스 지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조직이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개인별 생산성보다 팀 전체의 생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 팀별 성과보너
스의 지급방식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가 바뀌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루칼라와 하급 사무직은 시급이 일반
적이었으나 전직원에 대해 월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전직원에 대한 월급
제 실시는 종업원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고 정보와 지식의 소통을 도와주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또한 지식급과 숙련급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종전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이었으며, 임
금이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직무급체계 하에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
는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식급과 숙련급은 한 근로자가 수
행하는 직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또는 숙련 정도의 향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은 작업이 팀별로 이루어지고 한 근로자의 직무
가 더 이상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더 나아가 생산의
전공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특정 직무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학습
능력이기 때문이다.

6.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HR부문의 역할

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여기서는 고성과･참여적 생산체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고성과'를 낳는 생산체제인지
를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검토한 김동배의 실증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김동배(2003)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몰입형 인사관리와 참
여적 작업조직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영성과가 높아지고 근로자 이직율도 낮아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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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었다. 그에 의하면 몰입형 인사관리와 참여적 작업조직은 경영성과를 높이는 기
제인 동기, 역량, 역량 발휘의 기회, 전략적 마인드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함께 도입될 경우에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몰입형 인사
관리는 기업이 근로자에 주는 선물(gift)이라면 참여적 작업조직에서 근로자의 역할은 근
로자가 기업에 주는 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호혜적(reciprocal)
거래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서 경영성과도 높아지며 근로자의 이직율도 낮아진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부품업체의 개인단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성과참여적
․
생산체제의

5가지 하위 차원들은 근로자 동기, 학습 행위, 고용관계 인식,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등

생산적 태도 및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으로 보면 고성과참여적
․
생
산체제는 이러한 생산적인 태도와 행위를 매개로 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작업동기 및 학습행위와 관련해서는 작업조의 자율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몰입형 인사관리의 동기부여 차원은 대부분의 태도 및 행위 특히 고용관
계 인식과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이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을 통한 경쟁우위를 추구하고자 할 때 고성과참여적
․
생
산체제가 사람관리의 훌륭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주로 미국을 중심
으로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접목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개별 관행들은 상당한
변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원리 내지 철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고성과· 참여적 생산체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본원리
인 근로자에 대한 신뢰와 장기적관점, 예컨대 인간존중의 경영에 입각하되, 구체적인 관행
은 시행착오적으로 모색하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몰입형 인사관리와 참여적 작업조직을 동시에 도입해야 경영성과도 높아지고 근로
자 만족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아시아나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경우 몰입형 인사관리는
도입하지 않고 근로자의 역할 확대만 요구하는 이른바 일방적 수탈형 작업시스템을 강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되
고 있다. 따라서 고성과· 참여적 생산체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인사관리와 작업조직의
정합성에 주목하여 양자를 균형있게 도입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셋째, 참여적 작업조직의 개별 차원들을 보면 작업조의 자율이 생산적 태도 및 행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자율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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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현장 근로자 및 작업조, 나아가 작업반의 자율성이 상당히 낮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한 이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인데 Pfeffer(1998)교수는 이에 대해 감독에 대한 맹신 및 관리자의 자기도취
(self-serving)를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아시아 중에서도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현장에 권한을 이
양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율에 익숙한 근로자들도 자치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이 고성과참여적
․
생산체제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라는 점과 최근의 세대들은 참여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권한이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 고성과· 참여적 생산체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행위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요구한다. Pfeffer(2001)교수는 근로자들의 행위 동기 내지 가치를 크게 자기실현
내지 개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동료간 유대감, 그리고 과업의 정체성 내지 완결적 과업의
수행으로 들었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단기적 관점의 성과주의나 개인 단위의 인적자원관
리 관행들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고성과· 참여적 생산체제는 근로자에 대한 새로
운 개념을 요구하며, 근로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자적인 역할과 관점을 지니도록
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향후 HR부문의 역할

(1) 적절한 직무설계

팀웍과 종업원의 권한강화(empowerment)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무설
계가 되어야 한다. 종종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종업원들을 공동으로 의사결정 내리고, 문
제를 해결하는 업무 팀에 배치한다. 이런 방식의 업무설계의 좋은 예로는

GE와 일본의

Fanuc이 함께 했던 GE Fanuc Automation North America가 있다.
이곳의 업무설계는 업무향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종업원을 그 업무의 가장 가
까운 곳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격려를 받은 종업
원들은 40여 개의 업무 팀으로 조직되었다. 각 팀은 각자의 목표,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그들의 성과를 측정한다. 각 팀은 최소한 1주일에 1시간을 목표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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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데 사용한다. 회사 안의 각 팀은 전략을 개발하고,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팀 요구에 대해 HR관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모집과 선발

고성과 조직에서 모집과 선발의 목적은 이러한 환경 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형의 사
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업원은 팀웍, 권한위임, 지식공유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
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팀의 일원이 되어 협력하는 능력과 창의성 등의
자질은 선발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고성과 조직에서는 기술적인 것보다 평가하고 설계하는 업무에 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발방법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집단 면접, 정답 없는 질문(open-ended questions),
심리검사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를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종업원을
찾는다.

(3) 훈련과 개발

조직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세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지속
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광범위한 교육과 개발은 학습조직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조직에서 많은 의사결정권을 팀에게 위임했을 때, 팀원들은 팀원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준비하면서 팀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4) 업적관리

고성과 조직에서 종업원들은 조직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
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HR부서는 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이러한 이상
적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잘 정립된 성과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목표, 종업원의 성과과
정의 이해에 대한 관리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개별적인 종업원들은 업무에 대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러한 기술을 특정
한 결과를 성취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성공은 개인들의 노력이나 제품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는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직 문화와 다른 요인들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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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 행동,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5) 보상
조직은 성과측정의 한 부분인 보상에 의한 성과관리로 종업원의 성과지향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종업원을 보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급여결정의 기
초를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권한위임과 직무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업에서 급여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몇몇 조직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여에 기초하여 종업원들과 재무
정보를 공유하고, 종업원을 방문해 급여 인상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6) 인적자원정보시스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일반적으로 자동화(장비, 정보과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포함한다.
최근 몇 십 년간 자동화는 기계적인 일에서의 사람의 수를 줄임으로써 HRM의 효율성
을 증가시켰다. 정보화기술은 학습조직의 한 부분으로 지식을 발생시키고 공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현재 상당히 많은 인적자원관리 응용 프로그램이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
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술은 거래과정(transaction processing),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s),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s)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

(7) 거래과정(transaction processing) : 일상적인 HRM 활동의 검토자료나 문서의 계산
을 돕는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s) : 관리자들이 가설이나 데이터를 변경
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
프트웨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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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s) : 특정분야의 전문가라 여겨지는 사람들의 결정의 법
칙을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

현대의 HR부서에서 거래과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전문가시스템 등은 인적자원정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런 기술은 인트라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의해 종업원들
과 연결된다. 최근 몇 십 년간 조직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주는 이점을
알아왔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조직에서

인터넷을 통해 HR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HRM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인적자원 정보가 더욱 기밀로 취급되고, 조직은
이것을 인트라넷(인증된 사용자만 접근이 허락되는 인터넷 기술)을 통해 하려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방법으로 e-HRM은 광범위한 인터넷 자원과 기업 특유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
다.
e-HRM의 장점으로는 첫째 종업원들이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 HR 부서 사람과의 접
촉 없이도 서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에서 대부분의 관리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모집, 선발, 평가 시스

템, 교육) 등이 e-HRM의 부분이 될 수 있다.
e-HRM의 주의점으로는 바뀌는 업무 환경에 종업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 내의
지식을 공유하고, 유연성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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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노사파트너십의 구축(이선)

1. 노사관계의 현황과 노사파트너십

노조조직률이 떨어지고 단체교섭구조가 분권화되는 등 산업사회의 질서를 만들어온 집
단적 노사관계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가 진전
될수록 집단적 노사관계가 위축되어 집단적 노사관계는 산업화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지식정보화에
․
따라 관료주의적 조직질서가 수평적 네트워크 질서로 바뀌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몰입과 근로자간이 유기적인 협력을 이끄는 노사관계의 역할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생산과정에서의 노사관계의 역할이 커지는 것만큼 분배과정에서의 노사관
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지식정보화와
․
세계화로 산업구조와 노동의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사회 각계층간의 격차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구조조정으로 업종과 기업, 사회 각계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사회 각
계층 간의 분배문제를 조율하는 노사관계는 지식·정보화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향후에도 집단적 노사관계의 발전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갈 수 있
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산업민주화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양상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노사관계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산업현정에서 노사대립 보다는 노사
가 협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기업단위 노
사는 함께 세계경쟁에 대처하여야 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 조직구조가 유연
화 되어 노동과 경영의 미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권위주의가 소멸되고 사회
적 수준에서도 산업민주주의가 신장됨에 따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적인 노사
관계는 입지를 잃게 된다. 이러한 계급투쟁적인 노사관계야 말로 산업화시대의 유물로 남
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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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생산과정에서의 노사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노사의 이해가 동반하는 협력적 노사관
계는 아니다. 바람직한 생산체제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체제이며 아울러 노동의 ‘인간화’에
부응하는 생산체제이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의 이해와 노동의 인간화를 중시하는 노
동자의 이해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가 대립적 세력다툼을 통해서 바람
직한 생산체제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작업장참가의 과정, 노사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
적으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
참여와 노사협의를 확충하여 기업단위에서의 바람직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노사관계가
다름 아닌 마이크로수준의 코포라티즘 또는 노사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온 서구의 경우 단체교
섭을 통해서 분배구조를 개선할 여지는 적다. 단체교섭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절대적인 수
준을 제고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분배구조를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의의가
크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높여감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 노동
자의 복지를 높여갈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 노사와 정부 사이의 이해가 크게 다를 수 없
다. 즉 산업과 업종, 지역 등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도 직업안정과 인력개발정책, 사
회복지제도의 운영에 노사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 즉 파트너십의 구축이 중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별 단체교섭이 주축인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수준에서 분배구조를 조율할 수 있
는 노사관계의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복지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참여채널도 또한 늘려가야 한다. 분배문제를 조율
하고 공급부문에서 참여·협력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업종과 직
종, 지역 등 메조레벨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1980년대 이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네델란드
와 이태리 등 서구제국에서 사회적 합의에 성공하여 주목을 받은바 있다. 2000년대 들어
국민경제수준의 노사파트너십이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로 결실을 맺은 예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경제단위의 파트너십이 종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구의 경우 사회적 대화채널
과 정책참여의 제도화에 따라 노사정파트너십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기인된바 클 것이다.
노사관계가 분권화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수준에서 노사정이 참여·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조율의 필요성이 큰 만큼 결실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메조레벨과 국민경제단위의 노사정 파트너십을 확충시켜 사회적 단위에서는 노사관
계의 기능을 제고시켜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조적 발전을 위한 중추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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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향한 많은 진전을 이룩하여

왔다. 노동법제도를
․
개편하여 노동권이 신장되고 단체교섭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
는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산업현장에서 권위주의가 줄어 노사 간에 힘의 불균형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를 향한 획기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생산성과 사회적인 형평성을 아울러 높여가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
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0년대 들어 폭발적인 노사분규는 가라 않았으나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분규와 노사갈
등은 산업생산 활동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민주화
가 사회적인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느냐는 것도 의문이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는 기업단위 임금교섭으로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에서 피
용자의 보수가 자치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89년 56.3%에서 1998년 60.5%, 2002년
58.3%로 크게 높아진 것이 없다42). 또한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대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임
금인상이 이루어져서 기업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왔다는 것도 주지되는 일이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전체적인 근로자의 분배 몫을 높이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근
로자간의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직과
일용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45.2%에서 1998년 46.9%, 2004년 48.8%로 늘어났
다43).
노동소득분배율이 오르지 않고 기업별 임금격차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노사관계

․
시스템의 취약성에만 기인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식정보화에
따라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가 커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 각국의 예
에서 볼 때 이러한 시장적 요인 못지않게 노사관계시스템이 노동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한 노사관계시스템이 1987년 이후 노동의 유
연화를 가속시켜온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의 시스템은 또한 대립적소모적
․
노사관계를

야기하여온 구조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임금과 근로조건, 경영관련 사항 등 많은 노사 간
의 쟁점을 주로 기업단위 교섭으로 대처하여야 하므로 노사 간 대립의 여지가 커질 수밖
42) 한국은행, 『국민계정』
4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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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또한 어용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운 노조집행부가 임금인상 등 근로자의 분배적 이
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의존하게 되는 것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눈치보기 교섭으로 임금교섭이 연중에 걸쳐 지연되는가 하면 노사협의의 장이 대립적

교섭의 장이 되기도 하는 등 빈번한 교섭에 따른 시간적물적인
손실도 크다. 1987년 이
․

후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크게 진전되었으나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발전은 미흡한 수준이었

․
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노사관계의 이러한 대립적소모적인
구도를 참여·협력의 파트너십
구도로 전환시켜나가는 노사관계의 제2의 전환기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가 진전되어도 경제사회의 발전과 분배구조를 이끄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단위로 지나치게 분권화된 노사관계의 시스템이 노사관
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노정하여 왔다. 기업단위 노사관계는 높은 복
지와 높은 생산성, 즉 하이로드를 지향해서 노사가 참여·협력하는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
다. 아울러 사회적 단위에서의 노사관계의 기능이 커져야 한다. 즉, 기업단위와 업종, 지역
등 사회적 단위, 국민경제단위의 3단계에서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사관
계의 구조적 발전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경제단위의 참여·협력체제 구축

국민경제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하면 우선 떠올리는 것이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에 IMF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위해서 노사정이 힘을 합치고 노사관
계의 민주화를 진전시켜나간다는 2·6합의에 성공한 바 있다. 2·6합의는 고용조정제도를 도
입한 것에 비해서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
도 있어왔지만, 사회통합적 경제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노동운동의 정치
활동허용과 복수노조철폐,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앞당기게 하는 등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
한 바도 크다.
2·6합의에 이어서 노사정위원회가 제도화되며 사회적 합의방식은 노사정의 협력을 토대
로 노사관계의 갈등을 줄이면서 노사관계제도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서 각계
의 적지 않은 기대를 받아왔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정책지표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들
어서며 사회적 합의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소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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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
국노총만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와 일부 사회적 합의도 노사정 대립구도로 정책적인 결
실이 크지는 못하였다.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노사와 각계의 이해의 대립이 노사관계의 갈등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비정규직 고용을 규율하는 법제화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대립에서 시작된 노사정간의 대립구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참여와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이 경제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나
가기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참여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운동의
정책개발과 경영 역량을 신장시켜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색
된 노사관계의 국면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민경제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다각적으로
확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경제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화의 주체인 노사정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부족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노사의 조직
화가 미흡하고 분권화된 노사관계로 정책조율의 파트너로서 노사단체의 대표성이 확립되
어있지 못하다는 구조적 취약성, 즉 조합주의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도 또한 이와 병행해서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조합주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
한 쟁점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주의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의 전략적 선택으로 사
회적 합의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견해, 사회협약은 체결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구도를
지속시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왔다44). 앞의 구조결정론
적 시각은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제도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가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의 전략적 선택론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이다.
1980년대 이후 서구의 경험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합주의 구조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
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노사정 주체의 전략적

44) 노중기(2004), “세계화와 노동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산업노동연구』; 임상훈외(2002),
『노사정위원회의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원(2003), “짧은 성공과 긴 좌절: 한국 노사
정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산업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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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또한 쟁점에 대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를 이끄
는 요인, 즉 노사정 주체가 사회협약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이
냐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사정의 사회협약에 의해서 정책을 조율하는 조합주의가 불가능하
다고 볼 수는 없다. 노사관계의 분권화로 노동질서의 거시적 정합성이 부족하므로 사회적
합의의 정책적인 필요성은 오히려 크다. 전략적 선택론의 주장과 같이 전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선택하여야 할 여지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주의를 성공시켜나갈 수 있는 제
반 환경여건도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의 조직구조, 정부의 조정능력 등 사
회적 합의를 이끄는 참여주체의 조직역량은 모두 대단히 취약하다. 민주주의가 일천하여
대화문화가 구축되어 있지도 못하다. 사회적 합의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
니지만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노사정위원회의 경험도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합의구도를 구축하기가 대단히 어
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딛고 사회적 합의구도를 구축하려면 어
려운 여건을 극복하여나갈 수 있는 사회적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로 이러한 사회적 전기가 조성된바 있으나 이후 이러한 사회적 전기를 개발하지 못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여온 우리나라의 경험은 노사관계의 여건이 미
흡한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구도
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은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기구이면서 아울러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경
제단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노사정 대화채널을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인 상설기구
로 운영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조합주의 구조가 구축된 서구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원활히 운
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바와 같다.
한편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계간의 이해기반을 확충하고 사회각계의 노사
관계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기여한바 적지 않았다. 즉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
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경제 수준의 노사정 대화채널은 사회적 협의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협의기구로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대
화채널을 설립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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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단위에서의 대표적인 대화채널로서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CES)와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SER)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SER나 프랑스의 CES는 국가적인 사회적
협의기구이지만 사회협약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채널은 별도로
운영하거나 임시채널로 설치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노동재단이 사회협약을 관리하여 왔으
며 독일은 일자리연대를 추진할 때 별도의 채널을 설치한바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사회적
협의기구 외에 노사대표로 구성되고 협의성격의 대화와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협의기구는 CES나 SER과 같이 독립기구로서 독자적 의견을 제안하는 기구여야
한다. 노사와 공익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정부의 공무원은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리적
으로 타당할 것이다45).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는 정부부처 산하에 두어야 한다.
사회적 협의기구는 대화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적 협의기구의 중요한 기능이 대화문화를 정립하는데 있다는 점, 각계의 전문성 부족이 사
회적 협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협의기구는 고도의 전문
기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법적기구로 설립되어 있으나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으로 사무처가 조직되어 있어 전문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
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사무처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노사정위원회의 기
능을 제약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자문위원회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참여를 늘려가는 것도 사회적 협
의를 확충하는 길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의 운영에는 노사가 파트너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책참여가 낙후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있
으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
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사정과 공익을 대표
한 각계간의 신뢰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 노사의 전문성 부족도 참여의 제도화를 지연시키고 대화의 심도를 떨어뜨
리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참여제도를 확충시켜나가는 것과 아울러 노사단체의 조직
화, 노사단체에 종사하는 스태프의 전문능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45) 노사정으로 구성된 일본의 산업노동간담회는 노동성장관의 자문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독일 일자리연대
추진위는 합의방식의 대화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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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조레벨 노사협의의 제도화

노사 간의 대화는 국민경제단위와 산업·업종단위, 기업단위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교섭의 기능면에서 볼 때 어느 나라나 국민경제, 산업과 기업단위의
3단계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는 3단계 교섭구조(3-tiered bargaining structure)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46).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본대로 단체교섭이 주로 기업단위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
국민경제단위와 지역업종단위에서의
대화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
섭이 이루어지는 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섭의 기능면에서 보아도 기업단위로 분권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는 단체교섭은 주로 산업단위에서 이루어지지만 국가단
위의 협의와 기업단위의 협의에 의하여 교섭의 기능면으로 보면 산업단위 교섭을 보완하
는 3단계 교섭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지나치게 분권화된 교섭의 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단위에 집중된 단체

교섭의 기능을 국민경제단위와 산업업종단위로
분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단
․
위에서 협의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나가는 것은 국민경제단위에서의 교섭의 기능을 높
여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업종단위에서 공동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확충하여 나가는
것은 산업·업종단위의 교섭의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은행과 병원이 업종별
집단교섭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종에서 지역별산업별
․
교섭이 시도되는 등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상급단위의 교섭을 확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기업단위로
분권화한 교섭구조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산업·업종단위에서 노사 간의 대화를 늘려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
어진 것은 아니다. 일부 사용자측은 산업·업종단위의 노사 간의 대화가 노조의 세력을 키
우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노조가 강하여진다는 것은 노동시장을 경직화하고 궁
극적으로 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일 것이다. 한편 일부 노조 측도 산업·업종단위
에서의 협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산업별 교섭으로 접근하여야만 노동계
급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협력을
․
추구하는 노사 간의 협의는 노동운
동의 투쟁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에 기인된 것이다.
최근 일부노조에서는 산업단위에서의 단체교섭을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구조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46) ILO, Collective Bargaining in Industrialized Market Economies; A Respprais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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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산업별 교섭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노동운동은 물론
경영자측도 기업단위에서 교섭에 따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산업별 교섭을 하거
나 크게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국에서 1970년대 이후 기업별 교섭을 주축으로
하는 분권화가 가속화된 것은 산업직종별
․
교섭에 이어 기업별 교섭의 2중 교섭이 잦은

영국의 경우 산업별직종별
․
교섭에 대한 경영계의 선호도가 낮았다는데 기인된바 크
다47).

산업별 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산업업종단위에서의
․
각급

노사협의채널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별 노사협의제
는 사회적 대화를 확충하여 지나치게 분권화한 노사관계의 틀을 개선하여 나가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협의제는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사 간의 신뢰기반
을 축적시켜 나감으로서 교섭구조를 사회적 단위로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산별교섭
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방향에도 상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업종별 노사협의제는 산업정책에 노조가 참여하는 채널이며 아울러 산업단위에서 생산
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사 간의 협력적인 대응을 이끄는 채널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업
종별 협의채널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확충될 수 있었던 것
은 노사의 대다수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48).
노사정위원회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업종별 협의제를 견인할 수도 있다. 국가
적 협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재구축은 이러한 메조레벨에서의 협의제를 확충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업종단위 노사가 참여하는 부문별 참여제도를 확충시키는 것도 메조레벨의 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인력개발을 위한 부문별 참여제도로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SHRDC)
제도를 도입, 확산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SHRDC는 인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이끄는 중추적 채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SHRDC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도 참여함으로써 메조레벨의 노사파트너십을 이끄는 전략적인 제도로서 또한 자리 잡아야
한다. 인력개발과 아울러 산업·업종단위에서 고용정책의 추진,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의
참여 또한 확충되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부문별 정책참여(sectoral corporatism)의 확충은
47) Lane, C. Management and Labour in Euroupe, 1989
48) 일본에서 업종별 협의제도를 제창한 측은 산업정책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 노조(동맹)였으며 일본생산
성본부도 기업단위 노사협의제를 연장하는 업종별 노사협의채널(산업별 노사회의)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
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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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레벨의 파트너십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파트너십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적
인 요건이다.
메조레벨의 대화채널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대화에 참여하는 노사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업종의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업무를 외면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문
제에 대처하는 경영계의 조직화가 미흡하다.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업무를 다루지 않는 것
은 노조의 산별화를 경계하고 산업별 차원의 노사관계의 대응을 기피하여온 사용자측의
전통적인 자세에 기인된바 크다.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노사관계정책과 인
력개발, 고용정책을 개발하는 주체로서 업종별 사용자단체의 조직화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
다.
노조 측의 업종별 대표성을 높여 가는 것도 업종별 협의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노조의 산별·업종별 조직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
자원이 오랫동안 기업단위에 집결되어 있었으므로 산별·업종별 노조조직의 전
문능력은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산업업종단위의
․
대화채널과 아울러 지역단위의 대화채널을 제도화하여 나가는 것은

메조레벨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립된 과제이다. 지역단위의 노사정 대화는 지역
단위 참여협력적
․
노사관계를 이끄는 요건일 뿐 아니라 지역단위 노동관련 정책형성에
노사를 참여시켜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은 이미 지역단위의 사회적 협의를 다각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
랑스와 네덜란드가 중앙단위의 CES와 SER만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단위에도
중앙단위와 유사한 조직, 유사한 기능을 갖는 지역단위 CES와 SER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대표와 함께 지방정부와 노동부의 지방기관장, 학
계와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하거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공익인사를 비상임으로 위촉할 수 있겠으나 노동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는 노사관계와 아울러 지역단위의 고용문제, 근로자 복지문제 등
제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분야별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분야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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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위원회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지방화가 촉진되면서 노동문제의 지방화는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화가 다각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며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는 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역단위 노사정협의가 활성화되려면 협의주체인 노사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
야 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단위 노사의 조직화가 미흡
한 실정임에 비추어 지방정부가 협의채널을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초기단계에서는 주

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정협의채널의 운영과 아울러 지식정보화와
지방화
․
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인력개발과 고용정책적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방단위 공기업과 조만간 합법화된 공무원노조의 당사자로서 지방정부가 해결하여
야 할 노동정책적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노동정책 수요에 대
처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노사관계 부서와 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 직무능력을 신장시켜
야 한다.
국민경제단위의 사회적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는
등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를 확충시켜 나가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제고되어야 한다. 지역단
위 노사정협의는 지역단위 노사정의 전문능력이 취약하여 지역단위 노사협의의 제도화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사정 협의를 제도화하고 협의의 경험을 축적하여 가며 선진적인 노
사관계의 하부구조를 구축하여 나가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참여체제의 지방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1990년대에
네덜란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노사정 3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구조개혁하며 지역
수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화를 추진한바 있다. 아일랜드에서도 지역직업안정기관(LES)
을 분권화하는 개혁을 하였으며 독일이 최근 추진하는 하르쯔개혁의 중요한 내용도 직업
안정서비스의 효율화와 함께 직업안정기구 운영에서의 파트너십 제고와 지방화에 있다.
고용정책, 인력개발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의 참여를 지방화 하는 정책적인 노력
도 높여가야 한다. 고용과 인력개발, 사회개발정책 등 관련 정책추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
함으로써 노사관계 정책을 연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작업장 참여와 작업조직의 혁신

지식·정보화시대의 작업조직은 생산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작업
조직, 즉 노동자가 조직을 위해서 몰입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이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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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갈 수 있는 작업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참여는 또한 근로생활의 질을 높여
서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의의도 크다. 노동자의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실현을 위한 참여의 가치는 커진다. 작업장참여는 이와 같이 노사 모두를 위하는 길이
므로 작업장참여를 진전시켜가는 노사관계, 작업장참여를 토대로 작업조직을 혁신시켜가는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정책의 정책지표라 할 수 있다.
작업장참여가 산업정책, 근로자 복지정책과 노사관계정책을 아우르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장참여를 진전시켜 나가기위한 각계의 노력은 대단히 미흡
하였다. 경영계는 인본주의의 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로자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근로자의 참여를 토대로 하지 않는 인본주의는 산
업화시대의 가부장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여전히 산업현장을 세력
다툼의 장으로 보고 있다. 작업장참여를 통해서 현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거나 투쟁의 쟁점
을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작업장참여를 애써 외면하여 온 것이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자세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들어 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인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정책이나 신노사문화정책은
작업장참여를 이끄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나 신노사문
화는 선언적인 정책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은 여전히 노사갈등을 완화
하고 전시적으로 노사협력문화를 확산시키는 과거의 노사협력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였다.
작업장참여의 형태는 나라에 따라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기업에 따라 다양하지만 노
동자참여의 목적과 방식 등을 토대로 하여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노동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작업장참여방식과 성과중시의 일본적 생산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의
인간화 접근과 조직의 효율화 접근은 테일러주의에서 탈피하여 생산과정에 근로자를 참여
시켜 근로자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지적능력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동일
하다. 즉 인간화 접근은 물론 효율화 접근도 근로자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근로자의 이러한 직업능력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도 다르지 않다. 양쪽의 접근은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업조직이 효율성을 높여가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인간화 접근도 노동을 인간화 하
는 작업조직의 설계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조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를테
면 독일의 다변화된 품질생산을 옹호하는 인간화 접근의 작업장참여론은 독일의 경우 풍
부한 전문인력과 전통적인 노사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는 참여적 조직이 경쟁력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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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스웨덴의 사회기술체계는 틈새시장에서 주문생산에 의한 고가제품
의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유연전문화는 소규모 생산자
들의 네트워킹으로 노동을 유연화하고 아울러 소규모의 높은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작업장참여는 추구하는 이념에 구분 없이 조직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모두 고려하고는 있지만 참여의 논리에 따른 차이가 적은 것은 아니다. 테일러주의
에서 벗어나는 노동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노동의 인간화를 중시
하느냐, 조직의 효율화를 중시하느냐 하는 것은 개념상 상반되는 논리이기도 하다.
노동의 인간화와 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작업장참여는 노사정 모두의 정책과제가 되
어 왔다. 작업조직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한 1970년대의 작업조직혁신 프로그
램은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둔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불만과 소외를 줄
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경영계와 정부가 공조하여 추진한 정책이었다.
작업장참여에 대한 노사정의 대응은 1980년대에 들어서는 보다 다양화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노동의 인간화 접근의 자율작업팀에 대한 관심은 시들어지는 대신 생산성을 높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장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1980년 전후하여 국가경
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던 미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흐름
을 주도한 것은 경영계였다.
미국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온라인참여(팀제와 직무통합), 오프라인참여와 아울러 이
러한 참여를 지원하는 인적자원관리관행을 묶어서 참여를 토대로 경영성과를 높여가는 고
성과작업장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고성과작업장(HPWO)은 작업장의 혁신을 추구하
는 정책지표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과 캐나다 등으로 사용 범위를 넓혀 왔다. 특히 미
국의 경우에는 고성과작업장이 노사관계정책의 중추적인 지표였다고 볼 수 있다.
고성과작업장의 패러다임이 각계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많은 관련 관행들이 빠르게 확
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과작업장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성과작업장의 관행에 대한 견해도 여전히 다양하며 고성과작업자의 관행이 기업
의 경영성과를 높여간다는 데에 대한 이견도 적지는 않다. 고성과작업장의 관행이 확산되
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고성과작업장의 관행에 정보의 공유와 의사결정참여를 위한 노사협의의 증진 등 인적자
원관리 관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과 스웨덴 등의 서구에서는 공동
결정제도로 정보의 공유, 의사결정참여 등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또한 직업훈련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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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되어 있어서 숙련형성을 위해서 고성과작업장을 정책지표로 삼을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49).
고성과작업장의 개념과 논리에 대해서 이처럼 인식의 차이가 적지는 않지만 작업장혁신
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작업장혁신을 지원하
여온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종업원의 협력은 작업장참여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바 크므로 경영계의 입장에
서도 종업원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종업원과 협력적으로 작업장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작업장참여에서의 노사파트너십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서 점진적으
로 강화되어온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고 하겠다.
작업조직의 변화는 종업원의 재훈련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배치전환 등과 같은 인사사항
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교섭
권도 간접적이지만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작업장혁신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
본과 같이 작업조직의 설계가 경영전권으로 용인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인사사항 대한
협의권이나 교섭권은 노조가 작업조직의 설계에 참여하는 주된 메카니즘이 된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공동결정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사사항에 대한 공동결정권이
작업장참여에 대한 노사파트너십을 이끄는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노사파트너십에
토대를 두지 않은 작업장혁신은 관련 인사사항의 변경이 어려워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노사의 참여·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작업조직의
혁신을 지향하는 뉴패러다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정책을 일층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참여가 미흡하고 선언적·전시적 사업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사참여를 토대로 하고 작업장 참여를 위한 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
장 노사관계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업장 노사관계의 정책으로는 우수기업 선정사업, 재정지원사업과 뉴
패러다임사업,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과제로 추진되는 학습장화 지원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연계하고 논의하는 노사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각각의 사업별로 또한 노사참여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작업장 조직에 대한
이견이 크므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작업장 혁신을 위
49) Godard, J. (2004)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High-Performance Paradigm", British Jou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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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람직한 길을 모색하고 노사의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이러한 중앙단위의 대화채널을 산업·업종과 지역 등 메조레벨로 확산시켜나간다.
노사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작업장 혁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의 생산적
인 대화를 확충하는 길이다.
넷째, 신노사문화, 고성과작업장 등으로 지칭되는 정책지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신노사문
화정책은 지나치게 전시적인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고성과작업장은 성과
를 내세워서 테일러주의의 이미지가 강하다. ‘작업장 혁신’ 등의 중립적 지표가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의 틀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작업장 혁신정책에 대한 정책적 우
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아직도 노사관계정책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끄는 소극적 정책에
에 치중되어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도 미미한 수준이다. 노사파트너십에 토
대를 둔 작업장 혁신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작업장
혁신을 선진산업화를 이끄는 핵심적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는 적극적인 노사관계정책을 추
진하여야 한다.

ⅩⅢ. 노동의 미래와 노동정책: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부정책을
중심으로(이영면)

최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50) 비정규직은 지난 몇 년 동
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회적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발
생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고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본 소고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위한 단초

50) 정부에서 비전형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제는 어떤 형태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인가
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주당 40시간근무에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정규직이라면 다른 형태의 모든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전형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생소한 개념의 비전형직보다는 관행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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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 소위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은 어떻게 발생하고 증가하
게 되었는가? 기존의 연구는 자발적인 형성보다는 수요에 대응하는, 즉 시장의 수요에 의
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형태의 비정규직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논의된다는 그 자체로부터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성격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51) 기업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자기책임으
로 존속하고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52)
이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노동계의 리더 자신들이 비정
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주40시간에서도 그랬고 이번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통과에 대한 반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다.53) 통계에
따라 수백만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아직도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
체의 구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점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입장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를

51)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한번 비정규직이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
는가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교가 아닌 함정, 즉 한번 비정규직이면 계속 비정규직으
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는 비정
규직의 규모가 수천명인데 2005년에 정규직중심의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50명 수
준으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언제 그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52)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 대부분은 비정규직을 상당한 규모로 활용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
는 기존의 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사내하도급과 같은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53) 개인적으로 왜 노동조합들이 기업단위에서 관련된 비정규직을 포용하지는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정규
직요구안을 강하게 요구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대기업과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상당하고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이 이들이 포용하는 노조의 정책이 정부에 대한
요구보다는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등을 포함하는 정규직 중심
의 노동조합은 기업단위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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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법과 제도로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54)
또한 정부가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무조건 막을 수만도 없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승할수
록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무조건 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효율성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자의 노력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결국은 사회의 양극화다. 최근 지속적인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로 인해 덕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일부의 오
너와 주주들이다.55) 또한 대기업의 정규직 종업원들이다. 실질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협력
업체, 사내 하청업체,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회사의 성공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협력업체 근로자와 경영자들의 불만이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그리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들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성공과 관계가 없고 낮은 임금과 근
로조건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20:80이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2. 국가가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이제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도 우
리나라의 무역액의 규모, 일인당 국민소득(GDP), 다수 국민들의 생활 수준 등을 보면 아
직도 경제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
생존보다는 가치관의 다양화로 인해 2004년도에 자살이 사망원인의 5위를 차지하고 있
고 20대의 경우는 사망원인 1위이며, 2004년부터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5일제로 주말이면 도시주변의 길들은 막히기 일쑤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부문을 보면 시장경제가 기본이며 이 시장경제는 개인
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고 결국 높은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은 많은 보상을 가지는 것이
다.
그러나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런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
54) 대기업들은 이미 오랫동안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이나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예
를 들면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서비스기사들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으
며 정규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규사원은 주로 협력업체 사원이나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다. 대기
업의 대부분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수준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55)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창출과 사업소득이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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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준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시행하고 그 효
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56)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성장지향주의를 추구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유례없는 성공사례를 만들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다.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 스스로의 자신감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한 동
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생존의 논리가 성장이다. 매출을 확대하고 수익을 내야지만 투자가 이
루어지고 존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형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대우나 쌍방울 등과 같은 대그룹이 무너졌다.
결국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성장일변도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보장하고 책임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지금 기업들은 날아가고 있고 근로자들은 기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일부 대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손색이 없고 경영자들은 지극히 철저한 성과주의에 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대기업의 사실상 오너들이 그러한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원이 되어서는 그러한 성과주의에 대한 신봉자가 되지 않으면 임원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업의 화이트칼라들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
하고 있으며 매년 하위 5%의 사원들은 사실상 강제퇴사가 일반적이다.
그에 비해 근로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경영진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의 청년실업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근로자들은 가릴 것 없
이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영자들의 모든 요구를 거절
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의 경쟁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히려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근로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요구수준이
높아지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가지게 되

56) 다만 최저 기준은 절대적인 측면과 함께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박탈감은 오히려 그들 개발도상국에 비해 더욱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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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선 일자리 보존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
도 회사의 존립이 확실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회사가 어려운데 불만만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57)
특히 비정규직들은 조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조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교
섭의 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4%정도라는 것도 현실
보다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의 역할은 강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사회가 양극화되지
않고 큰 공동체 속에서 근로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에서는 근로의 권리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권
리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 다수와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8)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벤처사업이나 개인수준의 창
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성공률이나 개인창업이 얼마만큼의 성공률을
보이는가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고용관계에 있어서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
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그 결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일
자리 창출이나 좋은 일자리(decent job)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정도가 향후 10년이상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접근과 정책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57)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다. 2004년 궤도연대나 공무원노조 파업은 공
공부문이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분야로 근로자들은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 LG칼텍스정유도 마찬가지
다. 사실상 독과점 형태의 정유공급분야로서 일부 경쟁자가 있지만 조합원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을
보면 최상위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05년의 파업도 현대자동차나 대한항공조종사들의 파업도
보면 결국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다.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파업이나 농성은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정도이며 이 경우도 파업의 이유가 정부의 보조금에 대
한 것이 사실상의 이유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형태의 파업이나 농성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
다. 2004년이후 구미지역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파업이 능사가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다.
58)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자신의 임금이 올라가는 근로자의 수가 백만명에 달한다. 국정감사자료
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만 쪽방의 수가 1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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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고용관계에 대한 정책 전환: 유노조, 대기업에서 무노조, 중소기업으로

정부는 그 동안의 유노조 노사관계에서 무노조 고용관계로 그 정책의 기조를 바꿀 필요
가 있다.59) 한 대기업에서 파업을 발생했다고 해서 비상대책팀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A/S
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검침원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의 유노조 노사관계는 이제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손을 떼
고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할 때
정부는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조급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최근 대한항공의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긴급조정
등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향후에도 계속 정부의
개입을 기대하게 만든다.60)
이제 노동조합이나 대기업은 스스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
은 경험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경험을 살릴 수 있
다. 정부는 이제 대기업 유노조의 노사관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61)
오히려 대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지나치게 기업에 대해 간섭하는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62)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활동이 관련된 협력업체나 직간접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 손해를 보게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강조하
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이제부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 대
한 보호가 중요하다. 대기업 유노조 조합원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을 제공받고 있다.63)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는 법적인 최저수준으로 임
59)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몇 명인지는 노동부에 정확한 통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서류 등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의 수는 대체로 얼마인가하는 통계가 있을 지
의문이다. 서울시내의 퀵서비스 사업은 연간 7천억 규모이고 퀵서비스업체는 수백개에 달하며 퀵서비스
기사는 7천명에서 1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퀵서비스기사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개인사
업자로 구분되어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취급받고 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더 문제인 것이다.
60) 이런 경우를 중독효과(narcotic effect)로 볼 수 있다.
61) 최근 청와대의 노동비서관이 그 동안 노사관계 전문가에서 고용관련 전문가로 바뀌었다는 소식은 반길
만한 소식이다.
62)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990년 중반 아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설립된 이후로는 현대자동차의 공장은 모
두 해외사업장이다. 현대자동차의 글로벌화 정책이 시장확보나 시장점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신설사업장이 해외라는 점이 노사관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장이 해외에 만
들어지만 협력업체도 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하고 그에 따라 국내의 일자리 감축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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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대기업이 직간접으
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노조를 결성해서 스스로 보호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
부에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동조합 부분에 정부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
제조건이 틀린 것이다.

나. 인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책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율을 제고하
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은 반드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은 저연령 인구감소에 따라 학교수의 감축 등과
같은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인구증가, 특히 저연령 인구의 증가
쪽에 맞추어가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그들의 노
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첫째는 고령인력 활용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다.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기업에서의 퇴출연령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은
이를 대변하는 말들이다. 왜 기업들은 중고령인력을 퇴출시키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이지만 그 첫 번째는 근속연수 중심의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봉제 시스템이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장하는 측면 때문에 바람직한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보상사
이에 저울질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중고령인력이 지속적으로 기업에 남아서 일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임금제
도를 생산성과 성과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모든 급여를 생산
성에 연계하는 방식은 문화적으로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는 생산성에 연계함으로
써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63) 물론 대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보상의 모든 내용들은 상대적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정부의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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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중고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임금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기업의 부담을 줄어들 수 있고 중고령 인력에 대한 퇴출압
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교육훈련 정책은 형식적인 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다. 왜냐하면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규모의 확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
령 인력의 취업률 제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원규모
의 확대가 학교나 학원같은 교육기관의 매출만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고령화에 대비하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다. 물론 여성인력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인력이 경력경로에서 자녀양육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퇴출했다가 재진입하는 경력중단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한다.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은 모성보호 차원과 함께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중에서 사내에 보육원을 설치하는 경우는 아직도 손
에 꼽는다. 그렇다고 정부의 보육지원도 충분하거나 믿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유자
녀 기혼 직장여성들은 가족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2006년부터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
의 예를 참고로 했을 때 글로벌화가 사기업부문의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는 반면에 사
실상 독점적인 공공부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그 규모면에서도 초거대노조가 될 것
이며 사용자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
회적으로는 전교조를 포함하는 교원노조를 경험했다. 초기 참교육을 강조하던 전교조는 지
금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익집단적인 성격이 강하
다. 전교조가 합법화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사교육은 계속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한다고 해도 공무원사회가
사회적으로 바라는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무원사회로 쉽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노동조합이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사회전반의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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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존재하고 있는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조직의 노동조합도 사용자와의 담합
으로 특징지워진다. 일정기간만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책임자는 본인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의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담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를 향
후에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정부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라. 다차원적인 사회적 합의 지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노동위원회는 매우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의 입장은 더욱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계가 실질적인 정치로 들어온 지는 몇 년이 되질 않았으며 따라서 현실정치보다
는 아직도 선명성을 위해 투쟁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국회의원을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수의 국민들은 많은 기대
를 하였지만 3년이 지나도록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실
망감 또한 크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인 타협도 중요하지만 탈정치적인 입장에서 노사정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단위의 노사
정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또는 산업별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또는 산업별 노사정
협의체의 구축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노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

노동이란 결국 삶의 유지와 향상에 있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을 통한 임
금이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다. 따라서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신성한 노동을 통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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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삶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여가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
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인 근로자들
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측면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친 측면이 발생하면 반
드시 그로 인해 손해보는 국민인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ⅩⅣ. 근로계약법제의 현대적 과제(이철수)

1. 서 언

독일 노동법의 초석을 다진 진쯔하이머(Sinzheimer)가 1927년 뒤셀도르프의 강연에서
“노동법은 독자적인 원리와 독립된 형태를 갖춘 별개의 독립한 법원리이다”라고1) 확신에
찬 어조로 언급을 한 지 한 세기도 지나기도 전에 그 후예들에서 조차 노동법의 독자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칸-프로인트(Kahn-Freund)는 근로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단체협약이 사회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며 조합원의 이
해관계가 사회전체의 이해관계와 합치한다는 포괄적 등가성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
았다2). 1980년에 프랑스의 레온 깽(Lyon-Caen)은 더 나아가 지식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전
통적인 근로관계가 명백하게 동요하고 있으며 ‘노동의 위기’3)는 노동법의 위기로 전환된
다는 점을4) 경계하고 있다5). 우리와 전혀 이질적인 법제도를 취하고 있는 영국의 일이긴
1) Simitis, “Is There Still a Future for Employment Law?”, 『5th European Regional Congress for Labor
Law and Social Sesurity』, Leiden, The Netherlands, 1996. 7. 1면 참조.
2) Simitis, 앞의 논문, 3면.
3) 리프킨은 기술의 진보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장래에는 현재의 일자리의 최소 20%
내지 최대 50%까지만 유지되고 결국에는 노동과 노동사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21면 이하 참조..
4) Simitis, 앞의 논문, 4면. 그러나 Caen은 노동법은 자기 변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
다. 이에 관해서는 Caen, “The Evolution of Labor Law”, 『Labour Law in Post-Industrial Era』(edi,
by Weddburn), Dartmouth, 1994, 104면 이하 참조.
5) 이철수, “근로계약의 입법론적·해석론적 과제”, 『노동법학』, 제15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12, 202-2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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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휴 콜린스(Hugh Collins)는 노동법에도 제 3의 길은 있는가? 라는 글에서
향후의 노사관계의 주요 역할은 산업민주주의의 이상인 단체교섭을 통한 공정한 분배 대
신에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6). 나라마다 법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위의 진단들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논자마다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 노동법학의 목적이나 방법론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하다는 점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상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
고 있다. 우선 근로자상의 변화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굳이 ‘20대 80의 사회’라는 개념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고용형태와 취업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하나의 이해집단으로 묶기에는
이질성과 차별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급락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율로 인해 종래에 기대
되었던 대표성과 근로조건 결정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또는 사용자는 경쟁에
노출되고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으로써

주주가치에

민감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요청이 강해지고 그 결과 신인사제도주변부
․
전략 등 노무관리에 있어 새

로운 기법이 실험되고 있다. IMF 이후 급증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특수직종사자와 같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중간에 존재하
는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의 법현상은 우리들에게 신사고를 요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규범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준다. 일차적으
로 노동법을 종속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법이라고 이해해 온 전통적 패러다임7)이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까라는 의문이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유연화의 경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
다. 유연화는 근로조건의 결정 시스템과 내적 연관성을 가지는 바, 유연화로 인해, 최저기
준을 정한 법률적 규제의 완화, 법률규정으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이전, 그리고 단체협약
으로부터 사업장 혹은 개인수준으로의 중심 이동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8).
6) Hugh Collins, “ Is there a Third Way in Labor Law?", 『Labor Law in an Era of Globalization』
(edi..by Conagh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51면.
7) 전통적 의미의 노동법학은 ‘종속노동론’을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의 ‘종속성’은 자
본주의 체제 내에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 계기로 포착하여 기존의 시민법과
다른 접근방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노동론’의 관심은 종속노동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개별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지 않다. 총노동과 총자본의 관계에서 시민법질서의 특성 또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특성등으로 인해 노동이 자본에 예속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
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개체화된 근로자들
의 ‘개별의사’를 의심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터잡은 ‘단체의지’를 최우선시하는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
다. 자세한 내용은 이철수, 앞의 논문, 200-202면 참조.
8) 西谷 敏, “現代の勞働者像と勞働法學の課題”, 『季刊勞働法』 제150호, 1989,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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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통적 방법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체의지의 우위’ 관념을 비판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차별적 보호 방식이 사물
의 본성에 적합한 규율양식인가?, 전체성의 시각에서 개별성이 무시된 경험은 없는가?, 단
체협약은 개별의사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등이 본고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방법론상의
논의인 만큼 그 경로가 다양하고 논자마다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는 등 대화소통이 원활하

․
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노동법학의 핵심개념인 ‘근로계약’을 둘러싼 입법론적해석론
적 공방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자 한다.

2. 근로계약법제 논의와 비판적 검토

가. 논의의 현황

한국에서는 아직 근로계약법제의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김형배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형배 교수는 현재의 근로자상은 노동보호법제가 마
련되기 시작한 19세기 당시의 근로자상과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
․
위상을 달리하며, 그

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력기능기술의
․
․
정도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
라 기업 내에서의 위치와 영향력도 전혀 비교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19세기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보호 관념을 오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비현실적 보호 관념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하고 형해화된 보호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형
배 교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제도는 후견적시혜적
․
차원에서부터 자치적협조적
․
차

원으로 과감히 이전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현대적 모습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합리
적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호규정과 개선을 요하는 규정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의 건전하고 균형잡힌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와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근로자보호 규정과 함께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
정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9) 요컨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성
격을 탈피하고 근로자들에게 참여의 권한과 함께 책임도 부여하는 근로계약기본법으로 재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길 박사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승길 박사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성격
의 변화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과거와
9) 김형배, 앞의 논문,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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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단순히 근로자의 일방적 보호규제차원에서
․
벗어나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계
약자유의 원칙에 충실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10)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로계약법제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길 박사는 근로기준법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최
저기준을 설정하는 단계가 아닌 근로계약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

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의
근로계약 체결에서부터 해
․
고 또는 고용종료의 단계까지 고용관계의 전단계에 걸쳐서 노사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근

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체계적포괄적으로
․
규율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모체로
한 특별보호 법규를 통칙 할 수 있는 근로계약상의 기준의 적정화 및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절차의 명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승길 박사는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관계의 변동, 근로계약관계의 종
료, 취업규칙의 전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11)
하경효 교수는 노동법의 독자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입론을 개진하고
있다. 하교수는 노동법도 사법질서의 일부분이고 본질적으로 사법질서에 귀속되어야 하며
노동법은 근로자보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조정의 규율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12). 그에 따르면 예컨대 임대차보호법과 노동법상의 보호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에 불과
하며 공히 당사자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으며13). 다
만 노동법은 집단자치(Tarifautonomie)체계를 통해 사적자율의 기능흠결을 보완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진단한다14). 따라서 노동법은 근로자보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조
정의 규율체계로 이해되어야 하고 법의 해석·적용·발견에 있어서 노동법만의 고유한 방법
론은 인정되기 어렵다15)고 전제한 후, 노동법학도 규범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학문
적 논증에 따라야지 근로자이익보호라는 이데올로기적 선판단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하교수는 민법과 노동법을 구분하여 근로자의 문제
를 별도의 법체계적 사고와 방법론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私法이
론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스위스와 네달란드의 경
험을 인용하면서 민법전의 고용편의 내용과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규
10) 이승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2-3면 참조.
11) 자세한 내용은, 위의 논문, 314-325면 참조.
12) 하경효, “노동법의 기능과 법체계적 귀속”, 『社會變動과 私法秩序』,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223면 참조
13) 하경효, 앞의 논문, 245-246면 참조.
14) 하경효, 앞의 논문, 244면 참조.
15) Preis, “Perspektiven der Arbeitrechtswissenschaft”, RdA 1995, S. 33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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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16)

나. 근로계약법론의 현황 및 총론적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법제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사용

자 측에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고, 향후의 법개정의 기본방향을 무차별적인

근로자보호원리가 아닌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사업의 특수사정을 감안한 자율적 결정원리
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배 교수의 지적대로, 집단우위의 관점에서 근로자
개인의 의사나 자유를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해 온 전통적인 노동법 이론17)은

근로자의

개성과 이질적가변적
․
요소가 중시되는 탈산업사회의 노사관계18)에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내용형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
기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동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있다고 생각한다.19) 그러나 근로계약법제가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취지를 간과하고 경
영 전략적 관점에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우
려를 자아내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계약
법제의 내용이나 법정비의 방법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다. 근로계약법론의 본지가 ‘근
로자보호법으로서의 성격 탈피’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법정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근로
자의 신의측상의 의무를 가중시키는 논거로 작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 시대에 뒤떨어진 보
호조항은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세심한 성찰없이 단순히 보호관념의 탈피를 주장하는 것은 그 추상성으로 말
미암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16) 스위스 채무법은 1971년 제10편 “고용계약”(Dienstvertrag)을 근로계약(Arbeitsvertrag)으로 개편하고 내
용상의 개정도 단행한 바 있으며(제319조 내지 제362조 참조), 네덜란드민법전 역시 “근로계약”으로 하
여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다.
17) 이에 관해서는, Sinzheimer, 『Grundzüge des Arbeitsrechts』, Jena, 1927 : Davies/Freedland, 『KahnFreund's Labour and the Law(3rd edi)』, London, 1983: Wedderburn(edit.), 『Labour Law in the
Post- Industrial Era』, Dartmouth, 1994 참조.
18) Wedderburn, 앞의 논문, 참조.
19) ‘노동의 종말’, ‘노동법의 최후’에 관한 최근의 서구에서의 논의는 우리 상황에서는 다소 생소한 감이 있
지만 전통적 노동법이론이 연대기에나 존재하는 공룡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변신의 지혜가 필
요함을 일깨워 준다. Simitis, 앞의 논문: Lyon-Caen, 앞의 논문,: Hepple, 『The Future of Labor La
w』, Comparative Labor Journal v.17,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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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근로계약법론은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다) 중시하려는 점에서 공통점
을 지닌다고 이해한다. 근로계약법론의 원리적 정당성은 “만일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동
등하게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면(A)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B)” 명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근로자의 계약의사가 사적
자치에 의해 굴절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개별의사를 최우
선시하는 데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법학은 A라는 전제조건을 의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종속노동
론’은 종속노동의 개별적인 존재양식보다는 총체적 시각에서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관계를
법적 계기(moment)로 편입시키기 위한 의제적 이론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노동법의 독
자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최근의 근로계약법제나 노동법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논의는 이러한 ‘종속노동론’의 이데
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반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속노동론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각 사안마다 실재적인 종속의 정도를 파악하여 특수한 접근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려
고 한다20). 다시 말해 노사관계의 영역에서도 A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음을 상
정하고21)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법적 원리에 따라 형평의 관념을 존중하여 개별적
인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계약론은 하나의 ‘형식’이자 방법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형식 속에 ‘노동보호법의 경직성’, ‘법을 통한 규제의 완화’, ‘개별의사의
존중과 자기결정권의 확대’, ‘의사결정시스템의 변화’ 등의 관점이 자주 거론된다. 근로계약
법론의 실질은 향후의 논의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재에는 논자마다 입장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고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명제가 근로계약법론에 친한 것이 아
닌가 한다;

20) 水町 勇一郞, “勞働契約の成立過程と法”, 『講座 21世紀の勞働法 第4券 勞働契約』, 日本勞働法學會,
2000, 40-44면 참조.
21) 하교수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근로자는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더 이상 사회적경제적
․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부분계층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참가제도의 확산을 통해 기업권한이 배분되고 경영
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을 들어 노동법체계에서 자유와 강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요구되며 기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적자치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율영역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경효, 앞의 논문, 2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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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차별적인 보호관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② 개별의사와 사적자치에 의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③ 근로조건결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①의 명제는 근로계약법제가 논의되는 배경 또는 논리적 전제에 해당되고 ②와 ③의 명
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개별의사의 존중’이 가지는 사회적 함
의는 앞에서 설명한 바의 전제조건(A)의 충족도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 여
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다. 근로계약법론의 핵심 요소

(1) 개별의사와 사적자치의 존중- 개별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해석론적 접근

이와 관련하여 개별합의의 복권을 주장하는 野田 進의 논법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기본

적으로 지금까지 근로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법규단체협약취업규칙의
․
․
중층
적 제도가 만들어 낸 ‘신분’이고 이로 인해 계약적 의미는 퇴색하고 “계약에서 신분으로”
이동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22) 따라서 개별합의의 복권을 통하여 “신분에서 계
약으로” 회복되는 것이 노동법학의 과제라고 진단한다.

“20세기 노동법의 발전은 개별합의의 지배를 제한배제하는
․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노동

법은 개별합의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제도적 지배 하에 두어졌고 계약당사자간의 개별적 합의는 예외
적으로 된다. 개별합의는 픽션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은 일종의 유사계약(pseudo-contract)
일 수밖에 없었고 근로계약은 ‘쇠퇴’하고 ‘계약에서 신분으로’의 이동이 요청된 것이다.”23)
그는 개별합의의 역할이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을 일차적으로 근로계약이 가지는 집단

22) 이와 유사하게 中窪 裕也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설정 및 그 내용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지만,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의사나 합의가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내용상의 명확화를 기할 것을 주장한다. 中窪 裕也, “勞働契約の意義
と構造”, 『講座 21世紀の勞働法 第4券 勞働契約』, 日本勞働法學會, 2000, 8-9면/16면 참조.
23) 野田 進, “勞働契約上の權利義務”, 『講座 21世紀の勞働法 第4券 勞働契約』, 日本勞働法學會, 2000,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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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장기적종속적인
․
․
성격에서 찾는다.

이로 인해 개별합의가 획일적가변적편면적인
․
․

것으로 되고 법원으로서 중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판례와 학설을 통해 개발된
의제적 합의론으로 인해 근로자의 개별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배치전환과 관련한 판례의 예를 들어 개별합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논리학
적 해부를 시도한다. 그는 합의를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와 ‘해석대상으로서의 합의’로 나
누고, 후자는 ‘기본적 합의’와 ‘추가적 합의’로 구성된 중층적가변적
․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 동안의 고용실태와 근로자의 효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해석론의 과제라고 주장한다.24) 근로계약의 기간이나 파트타임 여부와 같
은 근로조건은 계약체결시의 ‘기본적 합의’로서 대부분이 합의되고 ‘추가적 합의’가 수행하
는 역할이 적은 반면에, 배치전환이나 출향은 기본적 합의는 일반적이거나 합의의 외피에
불과하고 그 후에 대폭적인 추가적 합의가 행해져 비로소 합의로서 완성되기 때문에, 해석
학적 과제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포괄적 합의설’은 근로계약
체결시의 개괄적인 기본합의의 포괄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그 후 근로관계의 전개과정
에서 구체적인 근무태양에 따라 새로운 합의가 추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 그에 따르면 사외파견에 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파견기간사용사업주파
․
․
견 중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파견시점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후에야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25)
野田 進은 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구체적 계약의사를 최
대한 반영하기 위한 해석론적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상의 단체의지와 개별적
근로계약의사 간에도 긴장관계가 존재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면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추하여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화

전통적인 노동조건결정시스템은 노동보호법이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확보되면 이것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
나 노동주체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별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
24) 이와 유사하게 水町 勇一郞은 21세기에는 계약의 성질결정과 구체적 해결영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20세기처럼 문제를 정형적으로 파악하여 연역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水町 勇一郞, 앞의 논문, 41면 참조.
25) 野田 進, 앞의 논문, 20-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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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래의 근로조건 규제방식에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가) 전통적 규제방식과 비판적 검토
1) 나라마다 접근방식상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최기기준를 법정화하는 방식과 발상은
보편적이다. 당사자의 계약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최저기준 위반의 당사자 합의는 무
효로 한다(강행적 효력). 최저기준을 통해 근로조건의 일률적획일적
․
규제를 선호하기 때
문에 산업별 특수성이나 개별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기를 꺼려하고 근로자가 다양화됨에 따
라 개별적 욕구가 증대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다양성과 개별성
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기존의 최저기준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어떠
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높일 것인가. 현행법에서는 근
로시간 규정에 이러한 시도가 발견되지만(특히 재량근로제), 미국과 같이 근로조건별로 적
용범위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또한 최저근로조건을 집단적 규율을 매개로
하여 유연화하는 방법을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 이 점도 참고할 만하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최저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해 적용상의 예
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26). 일본의 중간보고서가 임의규정을
확대하는 대신 절차적 정비를 통해 사용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이
와 유사한 맥락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전통적 시스템에서는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승
인하여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단체행동권에 민·형사 면책을 부여하여 노동력의 집
단적 공급거부를 통해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
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특수한 법적 효력(이른바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
속력 제도)을 부여한다. 요컨대 교섭력의 불균형을 노동삼권을 통해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시스템은 구조조정과 저성장경제의 시대에 들어와 기능적 한계성을 드러

26)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강행법규가 임의적 규범화하거나 종속노동론의 기초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여성보호법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취업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 개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西谷
敏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의의 진의에 기초할 것 ②경솔한 판단으로부터
보호 ③근로자간의 경쟁 유발 방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松本博之·西谷敏 編, 『現代社會の 自己決
定權』, 信山社, 1997, 2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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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지속된 시대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주관심사였지
만 현재에는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고용안정이 우선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단적 결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불이익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바 두
종류의 문제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집단적 결정이 법정기준에 저촉하는 경우에
언제나 이를 무효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이다. 법정 근로조건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하향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진정
한 의사로 볼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규범체계와 관련된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서 입법론상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법정기준과의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집단적 결정을 통해 기존 근
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종래의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이른바 양보교섭. concession bargaining) 가능한지가 법
리상 다투어질 수 있다. 우리의 실무관행이나 판례 또는 제외국의 예에 비추어, 이는 해석
론상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집단규범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때이다. 우선 산별협약과 기
업별 차원의 협약과의 규범충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별조직화의 진전속도와 교
섭권한의 분배방식이 각기 상이하고 이에 관한 확립된 법리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간의 내부 권한문제로 환원시키기에는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
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가 노동조합의 지부에 독자적 교섭권을 인
정하고 있는 관계로 단위노조와 지부의 교섭권 충돌은 논리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향
후 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다면 산별협과과 교섭대표가 체결한 협약간의 관계에 관해
해석론상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상황이 발생하게 된다27). 마지막으로 단체협약과
사업장 과반수 대표가 체결하는 협정·취업규칙·개별협약간의 충돌문제를 상정해 볼 수 있
는데 이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해서
는 입장의 대립이 심각하고 아직 판례도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28).

(나) 개별적 결정 영역의 증대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근로자의 다양화·개별화와 더불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도 개별화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의 결정·변경도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27) 이에 관해서는 이철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노동법연구』 제 18호, 서울대학교노
동법연구회, 2005.6, 22-24면 참조.
28) 이에 관해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은 하경효, 앞의 논문, 240-2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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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田 進이 비판하는 바와 같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근로조건의 변경의 경우, 전통적 결정
시스템은 개별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즉 현행법에서는 노사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그 최저기준을 법정화하거나 또는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법이 개입하거나
합의내용에 법이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근로관계 존속 중의 계
약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근로
관계존속 중에 직무평가와 연봉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재조정되거나 구조조정적 차원에
서 배치전환이나 사외파견 등의 인사관리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갈
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가 제안하는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
지가 가능한지,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지, 제3자의 결정에 맡길 것인지 등이 문제되나, 이에
관해 종래의 결정시스템과 그에 기초한 해석론과 판례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 또는 제97조의 ‘불이익변경’의 불확정 개념만
이 해석론상의 매개개념으로 활용될 뿐이고 법원의 판결도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존중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9) 더구나 근로조건의 변경문제는 실제로 해고와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배가된다. 사용자의 변경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를 행하는 경우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징계해고
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로 인해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해고
의 정당화 요건이 근로조건변경의 정당성 문제로 환원되어 해고제한법리가 무색해 진다.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 간의 기계적 연계성을 차단할 법제도적 기제가 전무하고, 실제적으
로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식의 외부노동시장 모델30)을 용인하는 결과로 된다. 이
와 관련 현재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유보부 승낙의 변경해약제도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해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31). 근로조건변경의 문제가 해고와 채

29) 동지, 이 정『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와 전환기의 노동법제』, KLI 보고자료, 2005.6.17, 5면 참조.
30) 외부노동시장 모델은 미국과 같이 해고의 자유(employment at will doctrine)가 보장되어 근로계약의 내
용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자를 외부노동시
장으로부터 새로이 채용하는 방식 말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노동
시장에서 대처하는 방식(내부노동시장모델)을 법제도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
』, 2003.11, 152-155면. 본 보고서에서는, 변경
해지제도의 이론적 타당성이나 현실적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사용자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
음을 환시시키고, 장기적 연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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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정에서 해소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해법을
찾아야 하고 법원 또는 공적기관의 검증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의 개별화는 분쟁시스템의 확충과 내적 연관성을 갖는다. 새로운 유형의 분쟁
중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업적평가 등을 둘러싼 개별적 권리·이익분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32). 이는
작금의 노동법원 논의와 맥이 닿아 있다. 최근 일본에서 개별적 분쟁처리를 위해 노동심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같은 이유이다.
이 외에도 연봉액의 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개별적 교섭이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이
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담기능의 강화, 정보접근과 교육
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개별교섭에 대한 고충분쟁처리시스템의 정비, 전직지원을 위한
외부노동시장의 정비, 종업원대표 기능의 강화 및 종업원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시스템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근로조건의 개별화에 대응한 합리적 규율은
탈규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국가기능의 강화를 요청한다. 이흥재 교수가 상생노동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위해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노동법의 주체로 상정하여야 하
여야 한다는 주장33)은 매우 전향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근로계약법제의 현대적 전개 - 쟁점별 접근

근로계약법제가 근로자보호법의 반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보호법 자체의 존재가치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법의 일반적추상적
․
비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차원에서 근로계약법제

의 적극적발전적인
․
측면을 강조하고 양자를 현실 여건에 맞게 발전통합시키는
․
데 현
재의 계약법론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근로자 개인의 진정한 개별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입법론적·해석론
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단체의지를 최우선시해 온 기존의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비
판적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영역이 대해
32) 이에 관해서는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
자대학교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129면 이하 참조.
33) 이흥재, “21세기 노동법적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중·일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시장법제 패
러다임의 전환 , 한국비교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2, 172-1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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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입법적 대응34)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단체협약법제의 비판적 검토

현행법에서는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인정하여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
약을 무효화하는 규범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서 보편적으
로 도입하고 있고 단결체의 힘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힘의 열위에 있는 개별 근로자의 근
로조건 유지·개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지가 과도하
게 강조되어 개별적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우선 유니온 샆의 위헌성 문제이다. 유니온 샆 협정은 다수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데
에는 기여하나 소수노조의 단결권35) 또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내지 근로권을 침해
할 우려가 높다. 국내 노동법학계의 통설에 따라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유니온 샆은 제한적 조직강제의 일종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적극적인 단결권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2007년부터 동일 사업내에서도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하면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
합 간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적 구속력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구속력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관해서도 학자마다 설명이 다르다. 지역단
위 일반적 구속력의 취지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상의 기준을 그 지역의 동종근로자를 위한
최저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용자 상호간의 근로조건 저하 경쟁 및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의 일반적 구속력을 계수한 것으로
일응의 제도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2/3 요건(노동조합법 제
36조)을 기초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과 같이 노사동수 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당해 지역 또는 산업에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노사가 자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사업장 차원의 일반적 구속력제

34)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도 새로운 문제영역 유형으로, 1) 특수직 종사자와 근로자 개념의
재정립 2)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입법적 보충 3) 영업양도 등 사업주 변경과 관련한 입법적 보충 4)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비한 입법적 보충 5) 정보화 시대의 신의칙 의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5) 최근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에서는 유니온 샆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되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유니온 샆 협정
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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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더욱 두드러진다.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해당기업의 근
로조건을 통일함으로써 비조합원을 보호하려는 규정이지만, 부수적으로 비조합원의 우대를
저지하여 노동조합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배려한 규정이라고 설명된다36). 그러나 비조
합원을 보호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해 적극적 입론을 개진하지 않고 있는 바, 오히려 무
임승차(free-rider)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개별적 교섭을 통해 보다 유리한 근로조
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과 관
련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개별화 추세에도 맞지 않
는다. 무엇보다도 1/2 요건을(노동조합법 제 35조) 충족하면 별다른 절차없이 법률상 당연
히(ip so jure) 적용되어 노사의 의사에 반할 경우가 많다. 요컨대 사업장 차원의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독일에서도 발견되지 않거니와 그 제도적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주종
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히 산별체제로 이행할 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고
있고 현재에 금속·보건·금융산업에 있어 일정부분 산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산별화에 따라
교섭체계가 중층화되고 그 결과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바, 각 단체협약
간의 규범적 위계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에 이른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
다. 사업내의 표준적 ·정형적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에
동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게 할
우려가 높다37). 그러나 초기업적 차원에서 체결되는 산별·직종별·지역별 단체협약은 당해
산업·직종·지역 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서 독자적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지지기반
을 약화시킬 개연성도 높지 않은 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취업규칙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

현행의 취업규칙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계약법
리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6) 임종률, 『노동법』 제4판, 박영사, 2002, 154면 참조
37) 동지, 김유성, 『노동법II』, 법문사, 2000, 170면 및 임종률, 앞의 책 1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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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계약설과 법규범설 등의 이론적 탐색이 시도되어 왔으나, 어느 이론도 정설적 지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에 그 자체로 규범력을
부여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전근대
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의 취업규칙제도는 사적 자치에 바탕을 둔 의사합치를 근간으로 하는 계약
법리에 결코 친하지 않고 취업규칙이 설계하는 직장질서에 개별의사가 매몰될 위험성이
높다.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의무를 부과하면서 근
로조건을 거의 망라하다시피 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법규범적인 효력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본래의 근로
자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취업규칙을 통한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일방적

․
결정변경권한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실무적으로 볼 때에도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석문제가 대부분 집성적인 취업규칙의 해석 문제로 환원해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계약법리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이익 변경
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도 일정한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
에38) 계약내용 변경에 있어 근로자측의 의사가 배제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법적용상의 합리성과 명료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
다. 우선 취업규칙의 효력 요건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불이익 변경과 관련 불이익의 판
단기준, 동의의 주체, 동의절차와 방법 등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39). 이런
점에서 일본의 2005년 중간보고서는 보다 진일보한 접근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취업규칙을 통한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보다는 근로자측의 의사 반영을 보다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노사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취업규칙의 형
성력을 제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와 종업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와 실제로 일정
한 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취업규칙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식의 경영협
정(Betribsvereinbarung) 체결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 내의 세부적 근무조
건 및 직장규율은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자기결정권의 원칙이 최
3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39) 동지, 박종희, 취업규칙 제도 검토, 노동부 근로기준연구회 발표문,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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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종업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기구가 정비되
어 있지 않고, 기업별노동조합과 산별노동조합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사관계의 진전에 따라 종합적이면서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는 노
사협의회의 기능 강화 문제와 근로자 대표기능의 재정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한다.

다. 유연안정성(flexcicurity)과 해고법제의 개선

노동의 유연화는 세계적 추세로 노동법학계에서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제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 탄력

적근로시간제파견근로정리해고
․
․
등의 법개정이 있어 왔다. 전통적인 보호법제 만으로는
새로운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기업경쟁력의 제고가 전제되지 않고는 근로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도 근로자의 고용안
정과 근로조건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 즉 유연성과 안정성 중 어느 일방만을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 시대 노동담론의 중심테마가
되고 있다. 2004년 OECD 보고서40)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핵심적인 이슈는 한편으로
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기업측의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보장이라는 근로자측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how to keep a balance)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론에서의 주된 타깃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호법제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이다. 고용보호법제란 상당히 다의적인 용어로
서 넓게는 노동관계법 전반을 가리키지만, 통상적으로는 해고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 보호법제를 가리킨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제한 법규정이 핵심이다. 우리의 해고법제는 미국식의 해고의 자유(employment
at will doctrine)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경영계 및 경영학·경제학계에서 이로 인해 우
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이고 해고법제의 제한을 푸는 것이 노동시장의 현대화의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지의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제한법제 자체의 타당성 여부는 전체 법질서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니만큼
입법정책적으로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제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
면서도 고용의 엄격성을 완화하거나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고, 또한
40)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6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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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능한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비용과 부담은 해고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실체법이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도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근로자 측으로서는 해고 소송이나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고, 사용자
측으로서는 해고분쟁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 자체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적 시스템의 마련은 해고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해고 자체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현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시스템은 그동안 일정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의 장기화이다. 당사자가 계속 다투는 경우 결국 행정소송으로 전
환되어 사실상 5심제로 운영(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되어 분쟁이 2년에서 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구제기관의 상이함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법적용상 통일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 최근의 노동
법원 논의는 이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내용의 탄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은
임금지급과 원직복귀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의 계속(원직복귀)을
원하지 않거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당해 해고가 부당하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고용계속을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보상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
도를 두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근로관계청산금제도’ 또는 해고보상금제이다. 노사관계선
진화 방안에서도 동제도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는 바41),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의무화할 필
요가 있다. 현행법상 해고 시 해고사실 및 해고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할 의
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해고의 존부와 해고사유를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이 적지 않게 벌
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사용
자의 의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참고로 노사관계선
진화방안에서는 해고 이외에도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체결을 서면화할 것
41)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3.11, 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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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고 있다42). 아울러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약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
간 내에 근로자가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청약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해지의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사
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형평의 관념에서 일정한 철회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기 때문이다. 채용내정 및 시용계약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노사 간의 법인식
의 차가 현격할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용기간서면통지의무
․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는 변경해지제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변경해지(Änderungskündigung)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해지와 함께 변경된 근로조건
의 내용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청약을 하고, 만약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근로관계가 해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변경과 해
고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능력, 근로환경 등에 변경이 있을 때 해고라는 극단적
인 선택(all or nothing) 대신에 보다 완화된 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 놓음과 동시에, 사용자로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변경해지제도는 상당한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
한 연구나 소개가 미약하여 노사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노동계에서는 제도도입에 따
른 불안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
여 편법적 이용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축적된 이후
에,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국가의 역할 재정립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을 뿐만 아
니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43) 이들

․
․
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위법탈법행위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5년
42) 위 보고서, 144-145면.
43) 정부설명에 따르면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이 2001년 8월의 27.3%에서 2003년 8월에 32.6%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시, 일용직의 비중은 97년 45.7%에서 2000년 52.1% 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하향세를 보여 2003년 12월 현재 49.3%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비정규직 입법관련 Q&A』,
2004. 9.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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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현재 비정규직근로자 수는 작년동기 대비 9만명이 증가한 548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
로자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월 평균임금은 116만원으로 정규직의 185만원의
62,6%으로 2004년의 65% 수준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69만으로 2004년의 62만원에 비해 커졌다. 또한 사회보험가입률도 36%대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44).
IMF 이후의 이러한 경향을 감안하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
회 등의 논의를 거쳐 2004년 9월에 비정규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노사간의 이견이 심해 아
직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주장은 비정규직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반가치적인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비정규직은 시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허용
내지는 권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터 잡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둘러싼 탈법, 차별
을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개량적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
는 법을 통한 총체적 규제를 선호한다. 사용자는 우리의 노동유연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인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비정규
직 문제의 해법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과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듯 노사의 철학과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유연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규직 고용보호법제(EPL)가 비
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45), 노사간의 견해
차가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벌여지는
“벼랑끝의 결투”를 해결하는 길은 별도의 노동시장정책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을 가진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안정성의 보장, 실직자의 신속한 취업 기회 및 소득의 보장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EPL은 취업자의 고용안정성
을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동일한 고용보호법체계 내에서도 노동시장의
실질을 들여다 보면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간의 차별 또는 긴장관계가

44) 2005년 10월 27일자 노동부 보도자료
45) 극단적으로 엄격한 노동시장규제를 걱정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Nickel /Layard), 엄
격한 EPL은 노동시장에 치명적이라는 진단이 행해진다(Heckman/Pages). OECD, 앞의 책, 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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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나아가 고용보호법은 실직의 위험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업
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실시
되어야 하며 고용보호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
호법은 신중하게 설계된 실업보험급여와 효과적인 노동시장 개입정책을(이른바 적극적노
동시장정책, ALMP)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
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대신 복지정책과 ALM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덴마크의 경
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46). 이흥재 교수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 고용정
책을 실시하여야 할 국가를 또 하나의 노동법 주체로 상정하여 노사간의 예각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47).

마. 개별적 분쟁 증가에 대비한 합리적 해결모델 개발

현재 대부분의 노동분쟁은 개별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사실은 다음의 표를 통해
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ⅩⅣ-1> 노동분쟁의 현황 - 개별분쟁과 집단분쟁의 구분을 기초로 함48)
연 도

2003
2002
2001
2000
집 단 적
개 별 적

1999

분 쟁
분 쟁

1998
건 수

0

5 0 ,0 0 0

1 0 0 ,0 0 0

1 5 0 ,0 0 0

2 0 0 ,0 0 0

2 5 0 ,0 0 0

※ 집단적 분쟁에는, 조정신청사건과 부당노동행위신청사건이 포함됨.
※ 개별적 분쟁에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접수건수와 부당해고신청사건 및 노동민사사건이 포함됨.
46) 덴마크 모델에 관해서는 OECD, 앞의 책, 97쪽 이하 참조. 이와 관련 미국의 실업급여와 관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해서는 김소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노동정책연구』제5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참조.
47) 이흥재, “민주헌정이후 노동판례 경향의 특징-노동보호규제의 완화와 단결활동 규제의 강화”, 『노동법
학』, 노동법학회, 2002.12, 173 이하 참조
48) 박은정, 앞의 박사학위논문, 105면의 도표Ⅲ-3을 인용한 것임. 이 도표에 대한 박은정 박사의 설명에서는
노동사건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 법원통계의 제한상 1998년 이후의 경향만을 나타내보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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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근로조건의 개별화 경향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제도는 집단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별분쟁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한 근로관계법위반사실의 적발과 규제,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
해고의 보호,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그나마 존재
하는 분쟁해결 방식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토대로 하여 최근 개별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적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1일에 이미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행정기관의 알선과 조정을
축으로 하면서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수행하고 있다

49).

또한 2004년 5월 12일

노동심판법(勞働審判法)을 제정하여 지방법원에서부터 독특한 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제도의 요체는 개별적 분쟁을 법률적으로 판정하기 이전에 노동관계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거치게 하는 데에 있다.50) 우리의 경우 이
와 같은 조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할 것인지, 법원을 통할 것인지의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겠
지만, 개별분쟁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현재 노동법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방안, 예컨대 노동위원회구제절차제도의 정비, 근로감독관
의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한 기능 및 역량의 강화, 노동부를 주축으로 하는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여야 할 것이다.

5. 결 어

근로계약법제 또는 노동법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내용형성에 있어
근로자의 자기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보호법제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기본
논지에는 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법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단체법 우위의 사상에 바
탕을 둔 기존의 주류적인 노동법학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49) 자세한 내용은 厚生勞働省大臣官房地方課勞働紛爭處理業務室(編), 『個別勞働紛爭解決促進法』, 2001,
11-93면 참조.
50) 노동심판제도도입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村中孝史, “勞働審判制度の槪要と意義”, 『季刊勞働法』
205號(2004年 夏季), 勞働開發硏究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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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속노동론을 통해 시민법상의 형식적 평등의 허구성를 지적하고 단체의지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려는 전통적 방법론은, 20세기 굴뚝 산업의 근로자
(proletariat)의 사회적경제적
․
지위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근로자의
분해,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개별화 추세가 가속화 되는 금일의 상황에서, 개체마다의 특
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현실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51). 아울러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법제가 일정부분 개
선되고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의 사회적 조합주의를
실험하는 금일에 와서52) ‘노동과 자본의 이원적 대립’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53).
그러나 근로계약법제 또는 노동법의 유연화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법적 기능을 등한시하
거나 노동보호법의 반대개념으로 논의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 추세는
분명 노동법의 독자성을 와해시킬려는 경향성54)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조
약과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근로자는 특별히 보
호되어야 한다는 기본 관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고용보장과 유연화의 긴장관계를 상생적
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흥재 교수의 지적대로, 현재의 노동법
구조 내에서의 개선을 최대한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패러다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55).
근로계약법론은 무차별적인 노동보호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회의’일
뿐 결코 시민법으로의 회귀를 지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중간보고서에
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법을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별도의
법영역으로 설정하는 데에 찬성하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세 학자56)들도 통일적 규율을
51) 김형배, “한국노동법의 개정방향과 재구성”, 『인권과 정의』 제223호, 대한변호사협회, 14면 이하. 그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적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산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라는 경영의 관념을 등한시하고 그 결과 노동과 경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로서 노동법이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2) 한국 노동법의 생성과 전계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金裕盛, 『韓國勞動法の 展開』, 信山社, 2001 ;이철수,
“Collective Labor Laws",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215면 이하 참조.
53) 이흥재, 앞의 논문, 172-173면 참조.
54) 이를 Simitis는 근로계약에서 노무임대차 계약(locatio conductio operarum)으로의 환원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다. Simitis, 앞의 논문, 8면 참조.
55) 이흥재, 앞의 논문, 171면 참조.
56) 하경효 교수는 정치한 논증을 거쳐 법해석과 적용· 발견 과정에서 노동법학 방법론상의 독자성을 부정
하고 있는데(이것이 노동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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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근로계약법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근
로계약법의 신설이 우리나라의 노사지형에서 어떠한 ‘풍토적’57) 함의를 지닐 것인가에 대
해서는 좀 더 비판적 안목이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근로계약법제의 논의
는 통일적 규율이라는 입법기술상의 요청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운용 상황
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함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최근
판례의 친자본화 경향58) 등을 통해 간취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이 시민법의
안티테제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근로계약법이 자칫
시민법 원리를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아울러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별이 전통적으로 희박한 점,
근로삼권의 보장수준이 제도적 보장에 그친다는 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 및 고용보장시스템 등의 사회적 인프라의 정비수준이 매우 상이하다는 사정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근로계약법론을 계약으로서의 적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고 법운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합리화현대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근로계약법론이 지
․
향하는 개별의사의 존중과 이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단체의지의 후
퇴를 초래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률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사용자
의 결정권이 강화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역기능을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근로계약법론의 ‘자기 영역’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학
계의 이론적 연구, 사법실무에서의 사례의 집적 등이 선결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59).
근로계약법론의 ‘형식’ 속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
는 그 시론으로서 현대적 노동시장의 재편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
고 접근하여야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관점이 현대적 근로계약법제 논의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을 제안한다.

법제에 보다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하경효, 앞의 논문, 244-426면 참
조.
57) 이흥재, 앞의 논문, 171면 참조.
58) 이에 관해서는 이흥재, 앞의 논문, 129면 이하 참조.
59) 彭光華,, “중국 노동계약법의 성립과 과제”, 『한·중·일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시장법제 패러다임의 전
환』, 한국비교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2,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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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체협약의 전일적 지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요구되며 유니온 샆, 일반적 구속
력제도 등 개인의 계약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규칙제도는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계약법리의 형성을 저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의 해고법제 골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절차의 중복방지, 구제방
법의 탄력성 제고, 의사해석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등의 문제는 일률적 규제방식보다는 차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며, 거시적인 국가의 고용정책산업정책과의
․
연관 속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의 매개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의 개별화 추세는 개별적 분쟁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일본의 예에서
보듯 개별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정비가 긴요하다.

ⅩⅤ. 영국 노조병의 극복사례로 본 한국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나성린)

1. 서론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람의 경쟁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제고와 인적자원
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필요로 한다.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하나
는 사회적 협약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는 민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엔 특별한 노사관계정책 없이 노조억압적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 협약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하고 참여정부 이후 좌파적 단체들이 힘을 얻으면서 노조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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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막강해져 가고 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정책의 대표적 예는
영국의 대처 수상 당시의 노사관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직후 노조 정당인 노
동당이 집권한 후 영국에서 노조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져서 영국 산업을 지배했을 뿐 아
니라 정권 마저 수시로 바꿀 수 있었다. 노조 총파업으로 영국 전체가 마비되었던 1978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때까지 영국은 복지병과 더불어 노조병으로 국가경
쟁력이 계속 하락하였고 급기야는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없는 가난한 국가가 되었다. 대처
수상은 1979년 집권하자마자 노조병 치유에 착수하였고 1990년 물러날 때까지

법과 질

서 의 확립이란 원칙을 통해 노조병을 치유하였고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다. 그
리하여 영국은 유럽의 가장 경쟁력 없는 국가에서 오늘날 유럽의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로 다시 태어났다.
다음에서 영국의 노조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처 수상의 노조병 치유 정책을 정리
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향후 노사관계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2. 영국의 노조병

2차 대전 전까지 세계의 강국이었던 영국의 국력이 점점 쇠퇴해져서 급기야는 유럽의
하위국가로 전락하게된 원인은 크게 복지병과 노조병으로 거론된다. 복지병은 지나친 사회
보장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날 정도로 악화되고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근로의욕과 저축
의욕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노조병은 노조의 힘이 워낙 막강해 져서 파업으로 인
한 근로일수 손실이 커지고 기업의욕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노조가 원하면 항시라도 국
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고 정권 마저 교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의미
한다.
영국은 원래 공공부문의 규모가 컸는데 공공부문 노조가 막강했기에 공공부문의 노조병
으로 인한 비효율이 고스란히 민간부문의 고비용으로 전가되었고 민간부문 또한 노조병으
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노조병을 우려한 외국기업
들이 영국에로의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조병으로 인한 국내외 투자의 감소와 기
업의욕의 상실은 한 때 세계 선도산업이었던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을 초토화시켜
전 영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였다. 한때 공업도시로 풍요로왔던 리버풀, 맨체스터, 버밍
햄 등이 모든 기업이 떠나버린 뒤 폐허화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 공산당원과
노동당원들이 장악한 노조는 계속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영국 산업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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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시켰다.
영국 노조의 힘의 원천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노조관행에 있었다:

○ 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도:
- 회사가 노조조합원인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채용된 노동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하게 되면 종업원이 될 수 없게 하는 제도

○ 2차 피켓팅:
- 노사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참여하는 동정피켓팅 또는 동정파업을 의미
한다.

○ 플라잉 피켓팅:
- 동종 산업 또는 기업내의 다른 지부의 노동자들이 다른 지부의 노동자를 지원하
는 피켓팅

○ 2차 파업
-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갖지 않는 다른 조합의 분규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규를
말하는데 이를 주동한 노조간부는 그동안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왔다.

○ 파업결정과 노조지도자 선정을 위한 공개 투표:
- 파업결정과 노조지도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거수를 통한 공개투표로 행해져 느슨
하고 불투명했다.

○ 노조와 노조간부의 다양한 면책 특권:
- 정치적 파업, 근로자 집단분규, 노조 상호간 분규 등에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 개별 노조근로자의 권리 약화:
- 파업참가 여부, 노조 선택 등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권리가 전혀 없었다.

- 260 -

○ 와일드 캣 스트라이크:
- 노조본부의 통제 없이 지부가 실시하는 스트라이크

○ 노조의 정치세력화:
- 영국 노조는 노동당을 창립하였고 노동당의 운영비의 상당부분은 노조의 회비와
후원비로 충당되었다.

노조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체이고 이러한 단체가 지원하는
노동당이 영국을 지배하였기에 영국의 경제 및 사회정책은 영국 경제전체의 이익보다는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켜 기업투자에 대한 인
센티브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쟁
력을 하락시켰다. 노조도 노조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보다는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기 위
한 파업과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라의 경쟁력과 국력이 쇠퇴하게 된 것은 너
무나 당연한 것이다. 노조가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 뿐
아니라 후손들의 일자리까지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3. 대처 수상의 노조정책

노조의 막강한 힘에 의해 정권이 몇 차례 바뀐 것을 목격하고 1978년의 ‘불만의 겨울’로
전국이 마비된 것을 본 대처 수상은 1979년 ‘노조천국 극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승리
하였다. 집권 직후부터 대처는 노조의 위상을 낮추고 노조파워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을
일관성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9년 수상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
되었고 후임자인 메이저 수상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처의 대노조 무력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가. 단계적 노조 무력화

대처는 집권 후 진압이 가능한 노조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강력한 노조로 전선을 넓혀
갔으며 마침내 가장 강력한 탄광노조를 1년 간에 걸친 사투 끝에 굴복시킴으로써 영국 노
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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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제일 먼저 1980년 철도기관사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철도기관사 노조는 수는 작
지만 가장 전투적이고 영국 전체의 교통과 물류를 한꺼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처는 군대를 투입하면서까지 철도기관사 노조의 파업을 진압했다. 그리
고 그 다음에 철강노조, 언론식자공 노조의 파업, 의료노조, 상수도 노조를 하나 하나씩 굴
복시켜 나갔다.
노조와의 대결에서 클라이맥스는 1983년부터 시작되어 1년 간에 걸친 탄광노조를 제압
한 것이었다. 탄광노조는 유명한 웅변가이며 골수 공산당원인 Arther Scargill이 위원장인
전투적 노조였다. 그런데 대처는 1980년에 미국인이며 국영철강회사의 사장으로 철강노조
의 파업을 극복하고 철강산업을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했던 Ian MacGregor를 탄광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국영탄광회사의 사장으로 영입하였다. 당연히 탄광노조는 이에 반발하
였고 스트라이크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동반한 이 스트라이크는 결국 탄광노조의
패배로 끝났다. 이 역사적인 탄광노조의 패배 이후 영국 노조의 힘은 빠르게 약화되었다.

나. 법과 질서의 원칙

대처는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과 질서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법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노동당의 극심한 반대 뿐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혔지만 대처는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였고 결국 성공하였다. 법을 입
안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었다. 대처는 경
찰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었다. 대처가 도입한 노동관계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법(Employment Act, 1980)
- 클로즈드숍 제도의 과보호조항 개정하여 클로즈드숍을 채택할 때 비밀투표를 의
무화하였다.
- 2차 피켓팅 불법화
- 2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면책조항 삭제

○ 고용법 개정(1982)
- 5년 마다 비밀투표를 통해 클로즈드숍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클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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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제도를 더욱 약화시켰다.
- 노사분규 대상을 명문화하고 노조간부의 면책특권을 제한: 정치적 파업, 근로자
집단 분규, 노조 상호간 분규

○ 고용법 개정(1984)
- 노동조합의 면책권 약화
- 고용주의 명령권 강화

○ 노조의 정치후원금(political levy) 의무화 폐지
- 노조는 노동당에 의무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발
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당의 힘을 약화시킴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개정(1984)
- 노조파업 때 파업 여부에 대한 사전투표 의무화: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
를 얻은 파업일 때만 노조의 면책특권을 인정
- 노조간부는 5년 다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도록 의무화

○ 고용법 개정(1988)
- 노조의 면책특권 완전 박탈: 클로즈드숍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 삭제
- 클로즈드숍 조항 신설을 위한 쟁의를 불법화
- 투표절차 엄격 규제
- 노조에 반대할 수 있는 개별근로자의 권리 확대: 파업불참 노조원의 권리 조항
신설하고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한 감독관제도 도입

○ 고용법 개정(1990)
- 노조본부의 통제 없이 지부가 실시하는 와일드캣 스트라이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권 부여
- 클로즈드숍 제도 완전 폐지
- 모든 2차 쟁의행위 불법화
- 파업참가로 해고된 종업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불인정
- 263 -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통합법 제정(1993)
- 사용자의 사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노조에 대한 비공개 허
용

○ 노동조합 및 피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1993)
- 파업실시에 관한 우편투표 의무화
- 종업원의 가입노조 임의선택권 부여
- 알선, 조정, 중대위원회 권한 축소
-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제한

이상과 같은 대처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노조조직률이 감소시켰다. 1979년 1,330만 명에 달하던 노조조합원 수가 1983년
15%나 감소되었다. 1985년 영국의 노조조직률은 50.5%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나 대처의
임기가 끝난 1990년에는 43.4%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는 29.5%로 낮아졌다.
둘째, 근로형태가 파견근로제, 탄력근로제, 파트타임근로제, 계약고용 등으로 다양화되었
다.
셋째, 고용보호가 약화되었다. OECD(1999)에 의하면 영국은 정규직 보호에서는 미국 다
음으로 약하지만 임시직, 집단해고를 포함한 평균 수준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가장 약한 나
라가 되었다.
넷째,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single union 또는 no union제도를 노조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다섯째,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노조가 많이 출현하였다. 합리적인 노조들의 출
현은 영국노총(Trade Union Council(TUC))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고 유연한 자세를 갖게
하였다.

다. 강력한 리더쉽

영국 노조의 개혁은 대처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대처는 영국 경
제를 부흥시켜 영국을 다시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를 위해선 자유시
장경제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관한한 법과 질서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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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였다. 탄광노조의 극심한 반발을 예
상하면서도 철강노조를 제압하며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켰던 ‘도살자(Butcher)'라고
불리우던 Ian MacGreror를 국영탄광회사의 사장으로 영입한 과단성은 남자 수상들에게서
는 기대할 수 없었다. 대처는 옥스퍼드 출신의 수상으로서 유일하게 옥스퍼드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교육비를 너무 과감하게 삭감하며 교육개혁을 추
진하였기 때문이었다. 대처는 자신의 과감한 개혁으로 노조 파업이 발생하고 경제가 침체
를 거듭해도 자신의 정책이 결국 영국경제를 살릴 것이라 믿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갔다.

4. 한국 노사관계 정책에의 시사점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병은 마치 만성병 같은 것이어서 단기간 내에 뿌리뽑으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
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래도 안될 땐 계획성 있게 그러나 과단성 있
게 개혁해야 한다.

가. 법과 질서의 원칙

우리나라와 같이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하고 민주화가 덜 성숙된 나라에서는 사회
협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
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노사관계법을 만들고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일정기간 노사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되 불가능할 경우엔 중앙노
동중재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파업도 엄격하게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현재 상위노조와 다른 지부에 의해 만연되어 있는 2차 피켓팅과 2차 파업을 불법화해야
한다. 파업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조합원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법적차에 따른 쟁의행위는 철
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 외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쟁의행위는 철저히 금지되고 처벌
되어야 한다.
- 265 -

나. 합리적 노조의 출현

경제가 디지털화 되어가면서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합리적 노조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산업에서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생각하는 합리적 노조지도
자와 합리적 노조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조의 목표는 노동자의 복지향상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조가 불법파업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다. 강력한 리더쉽

우리나라의 상당수 노조지도자는 좌편향되었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 그리고 노조원의
희생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권익만 챙기는 노조귀족화 되었다. 그리고 노조는 국가나 기업
의 생존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익집단, 기득권단체가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노조를 개혁하기 위해선 노조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러한 신념을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
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

ⅩⅥ.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제 구축(어수봉)

1. 문제의 제기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5,483천명으로 전
체 임금근로자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1995년 이후 (특히 외환위
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현재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 266 -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실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을 하는 경우, 즉 생
산성이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대우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
기에서 시장에서의 대우는 임금, 부가급여, 고용안정성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
한 격차는 사용자에 의한 차별적 대우, 타 근로자집단(정규직)의 독점적 지위, 혹은 차별
적 법제도적 설계 및 적용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행 연구결과 대
부분은 모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노동이 정규노동에 비해 생산성 격차를 초과하
는 대우 격차를 받고 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discriminate)받고 있다는 점에 동
의하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총임금격차는 지난 5년간 약 61-67% 수준(정규직=100%)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감안한 단위노동시간 총임금격차는 대략 70-75%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리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율은 2004년까지 상승하다가 2005년에 오히려
감소하여 사회보험을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친 것으
로 나타난다.

※ 국민연금 : ’01년 22.3% → ’03년 30.5% → ’04년 37.5% → ’05년 36.6%
※ 건강보험 : ’01년 24.4% → ’03년 32.6% → ’04년 40.1% → ’05년 37.7%
※ 고용보험 : ’01년 21.6% → ’03년 29.2% → ’04년 36.1% → ’05년 34.5%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 근로자는 임금 및 부가
급여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대우는 구조화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차별과 고용불안정 추세는 시장의 힘으로 개선(차
별 해소 및 고용안정성 증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시장실패를 의미하며 차별
해소 및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정부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안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
및 장기간 남용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 적용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형성된 차별 관행이 입법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고용안정 측면에서 실질적 고용개
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적극적 고용정책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실제적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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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각종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 이유가 제도 설계상의 배
제 때문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에게 적합한 사회보험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비정규
직 고용문제에서 문제의식을 찾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논리적 접근: 공유의 비극과 기업의 인센티브

비정규 고용차별의 고착화는 우리 경제 전체가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une)

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개별 사용자가 비정규 고용을 노동의 일시적 활용만
으로 인식하고 노동력재생산(인적자원개발 투자)에 소홀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노동력 풀
(workforce pool)이 축소되어 결국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되어 모두가 멸망하는 공유의
비극이 초래된다. 이는 전형적인 재산권 미확립(노동시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개별 사
용자의 책무성 미확립)에 따른 시장실패이므로, 시장의 조정자 및 감독자인 정부가 개입하
여 개별 사용자의 책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토지, 자본 등 유형자산의 경우 공유의 비극 문제가 발생할 때 유형자산에 대한 재산권
(property rights)을 확립하게 되면 시장 질서에 의해 공유의 비극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즉 개별 재산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
하게 된다(낮은 시장가격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의 경우
는 자산시장(asset market)의 경우와 다르다. 즉 노동은 결국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
므로 재산권을 확립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재산권 확립이라
는 질서 대신에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범(regulation)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동법
및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체계는 개별자가 항상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인
(incentive)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탈법적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실제로 많이 관
찰되는 현상이다. 이 때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1)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히 적용되는 규율의 확립,
2) 철저한 감독체계의 확립,
- 268 -

3) 사회보험 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확립,
4)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립,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비정규 고용에 대한 법질서 체계는 많은 논의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본고는 3번과 4번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계 도입을 주장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정규 고용
을 개선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다.

3.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 진입 후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측면에서 중소기업 근
로자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2005년 8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중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비정규직 중 67.5%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근
무하고 있다.
황수경 외(2005)는 규모간 임금격차와 정규-비정규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두 현상이 공히 내부자-외부자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정한 외
(2004, p.57-63)의 연구 결과는 복지 수혜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와 유
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우선 기업복지(특히 주거, 의료, 문화, 학비, 휴양 지원 등)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정
규 근로자가 각종 부가급여에서 차별받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이 중소기
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복지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접 수혜받는 비
율(가령 능력개발사업 수혜율 등)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법정복지 수혜에 있
어서도 비정규직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어수
봉, 2005)
이와 같이 노동시장 진입 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 측면(특히 사회보험
등의 부가급여 측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실상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은
사회안전망이 이들에게 공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정규직이든 중소기업
근로자이든 사회보장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체계
내에 들어와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정책의 기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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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고용정책의 틀 내로 진입하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하는
․
것이다.

본고는 이를 고용

친화적 사회보장체계로 정의한다.

가. 사회보험체계에서 조세체계로 전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독일-일본-한국을 연결하는 소위 비스마르크형 체계이
다. 이는 사회보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급속도로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을
사회보장의 전달자로 설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업단위로 사회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
회보험료 징수 역시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결국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일정 비율
(%)로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인두세’ 형태의 징수 방식은 생산과정(즉 생산요소의 고용)
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업으로서는 고용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이러한
형태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비정규 고용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작용
하게 된다.
한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구형 사회보장 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전달자를 정부
(혹은 정부의 대리인)로 설정한다. 따라서 기업단위, 특히 고용규모에 비례하는 형태로 징
수할 필요가 없다.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사회복지 지출에 배분하거나 사회
보장세 형태의 특수목적세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이는 사회보장비용을 결국 소득세(기업
의 경우는 법인세)나 소비세의 형태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징수 방식은 개별 기
업에게는 전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은 높이게 되겠지만 기업의 고용에 따른 단위 노동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별 기업으로서는 고용을 축소하거나 비정규직
으로 전환해야 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전달자를 정부(및 대리인)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현재처럼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정부에 보고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 신청을 하고 수혜 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고용-비친화적이다. 특히 이러
한 사회보장제도는 오히려 기업규모간 격차, 정규-비정규 근로자간 격차를 확대재생산하
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 한다면, 조세방식의 사회보장 운영방식이 사회보험 방식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구조개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역시 사회보장제도로 전
환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와의 통합을 기본으로 하되, 한 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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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나.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체계로 전환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보
다 현실적인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가능토록 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틀(즉 고용보
험제도)내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의 고용보험 운영방식(기업단위로 적용, 징수, 수혜하는 방식)으로는 거
의 불가능하다. 2004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800만 명(전체 적용대상자의
65.2%)으로 지난 몇 년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행 고용보험
운영방식으로는 적용 피보험자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물론 운영
요원을 증원하여 가입률을 증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으며, 더욱이
기업의 가입률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수혜률이 증가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일정 규모(가령 3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가령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
정 소득(혹은 임금)이하의 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업부조제도를 한시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업부조제도의 재원은 일반예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부조제도는 사실상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선
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근로자가 실업부조제도의 자격 인정, 수급 신청 등을 위
해 일단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결국 이 근로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틀 내로
들어오게 된다. 즉 직업상담, 취업알선, 능력개발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부조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증명(임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고용보험 틀 내로 편입하게 되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대되
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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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한적이지만) 실업급여제도의 도입은 정부를 전달자로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적 노동시장 틀 내로 편입시키는 정책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제
도 취약점을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것으로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사회보험제도
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다. 고용친화적 내부노동시장체제 구축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제도상의 제도적 차별과 더불어 정규-비정규 근로자간 노동비용
격차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카니즘은 대기업 정규근로자 중심의 내부노동시
장의 독점성이다. 이 내부노동시장은 근속과 더불어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는 연공급 임금체
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임금체계를 시장의 경쟁압력(market pressure)으로 보호하
고 있는 것이 바로 대기업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제도이다.
그러나 내부노동시장은 사적자치의 산물이므로 정책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다. 물론 복수
노조 허용, 전임자 상한선 규제 등 기업별 노동조합의 독점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
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기업별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구조, 더 나아가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보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친화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직적 내부노동시장이 국제경쟁에서 지속불가능하다는 노사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고, 노사가 ‘공유의 비극’(즉, 대기업 노사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중소
기업이나 비정규 근로자에게 생산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도록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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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Ⅶ.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1. 서론

인구구조 고령화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이유들로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그 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고 보
면, 우리나라로서는 고령화 추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그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그 대응 정책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험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고령화에 따라 증대되는 고령인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노
동시장 정책을 따져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인구의 노후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추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을 예측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을 부각시킨다. 4장에
서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보험 특히 연금체계를
기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고의 주장을 요약 정리한다.

2.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어 2020년
에는 전체 노동력 중 50세이상의 비율이 약 40%, 2050년에는 약 50%에 이르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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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약 15년내에
현재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와 평균수명의 지속적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출산율이
1.5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2003년 1.1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 언
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감소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거의 8배나 되고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추계에 따르면 경
제활동인구가 202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그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는 높지만 그 취업형태가
자영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임금 취업 중에서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형
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KLIPS) 2003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주된 직장에서 50대 초반에 조기퇴직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약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불안정 고용형태로 취업한 후 6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약 50%가 50대
중반 이전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0세 이전까지를 보면
남성 근로자의 약 70% 여성근로자의 약 66%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있고 60세 이후
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는 비율이 약 1/3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인구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

가. 인구정책의 방향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정책 대안은 주로 출산율 저하를 억제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가져 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과다한 교육비용이다. 특히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교
육 비용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둘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교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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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결국 진정한 교육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출산율 저하 상태를 개선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부담이다. 노후생활
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개인 저축에 의해 노후대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고 하면 효과적인 연금제도의 정착이 출산율 저하를 막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도 출산율 저하와 깊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그 자체로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출
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보육
지원, 육아보조금 지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실행
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되고는 있지만 실제 그 효과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또 민간기
업으로 하여금 모성활동 보호와 육아후 직장 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작용
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이 민간기업들의 여성고용 비용을 증대시켜 여
성고용을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 노동시장 정책 방향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당부분의 근로자들이 비교적 일찍 (50대 중반)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60대 중반까지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퇴직기간 동안의 생활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 더군
다나 퇴직자를 위한 사회보험 혹은 연금제도가 미흡한 여건에서 이와 같은 조기 퇴직 현
상은 고령사회의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고령자 취업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
자들이 비교적 조기에 퇴직하게 되고 그 이후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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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시장의 경
직성에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바당으로 노동시장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고용조정의 경직성과 임금 경직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이라고 할 때 이를 고용 경직성과 동일시하고 있지만 원칙적
으로는 임금 경직성도 노동시장 경직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여건 변화에 따라 임
금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만큼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
유연성은 고용 유연성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임금조정과 상관
없이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 예컨대, 부서 조정, 신기술도입이나 신제품 도입과
같은 경우 - 가 있는 만큼 이 대체관계는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임금조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고용조정 없이도 상당한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고용 경직성

우선 고용 경직성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고용 경직성 - 기업주의 해고에
대한 규제 - 이 고용 및 실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그 결과들이 모두 고용경직성이 부정적 고용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용 경직성이 노동이동률(turnover rate)을 낮추고 경쟁력
이 떨어진 근로계층 - 청소년, 여성, 고령층 - 의 고용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경직적일 때, 즉 기업주의 해고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부과할 때
에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채용 근로자의 고용은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겠지만, 해고비용의
증가가 결국 신규채용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신규고용을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이
경직적일 경우에는 그것이 전체 고용량이나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노동시
장에서의 노동이동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고용 경직성은 기업주의 고용비용을 증가시켜 한계적 상황에 있는 근로자 계층의 고
용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및 고령층의 고용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층의 신규고용도 어려워지지만 취업된 고령 근로자의 퇴직도 앞당
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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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고용조정 수단은 바로 강제퇴
직제 혹은 정년제이다. 즉 기업으로서는 채용 도중에 해고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
에 정해진 퇴직연한까지 고용을 지속하면서 정년에 비로소 퇴직을 시키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게 되는 것이다. 본래 정년제는 기업특수적(firm-specific) 인적자본 축적을 유도하
는 연공서열적 임금구조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과거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중요했
던 시기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가급적 오래 근속시키는 평생고용제도가 지배적이었고
이를 위해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및 정년제가 정착된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가치가 떨어진 최근 들어서는 연공서열적 임
금구조나 정년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으로서는 가급적 정년을 앞당기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령화 추이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인구 구조와는 역행하는 고용패턴
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경직성이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부
문에서만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경직성의 정도는 OECD가 제정한 경직성 지표인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
듯이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시장은 OECD국가들 중 거의 상위 5위안에 해당되고 있을 정
도이다. 반면 비정규직 부문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완화되어 있어서 OECD국가들 중에서
도 비교적 유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교는 OECD의 EPL지수 이외에도 각 시
장에서의 노동이동률을 비교할 때에도 잘 드러난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노동이동률은 경
직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최경수(2002)에 의하면 취업이탈률과 취업진입
률 모두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반면 정규직 시장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부문에서는 취업이탈률 및 진입률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 부문에서는 그 비율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유연성 증가가 모두 비정규직 부문에 집중되
었고 정규직 부문은 외환위기 와중에서도 거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직적 정규직 시장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비정규직 시장은 현재 우리가 관찰
하고 있는 고령층 근로자들의 고용행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경직적인 정규직 시장에서 비교적 조기에 퇴직하게 된 50대 중반 근로자들은 정규직 시장
으로 다시 진입하지 못하게 되고 비정규직 시장에 편입되어 상당기간 불완전한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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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업하게 되는 것이다.

(2) 임금 경직성

고용조정이 경직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충분히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기업의
고용비용을 낮추어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고령층 근로자
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조정 신축성으로 고용비용이 낮아진다면 정년
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퇴직된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조정이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국제
적으로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OECD
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임금 경직성의 정도를 멤버 국가간 상호 비교하고 있다.
일단 OECD에서는 임금조정 유연성의 지표를 임금분포와 임금교섭 구조에서 찾고 있다.
우선 임금이 생산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면 임금조정이 유연한 것으로 보고 생산성과
의 연계 정도를 임금분포의 분산 정도로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임금분산이 클수록
임금유연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교섭 구조가 가급적 분권화되어 있
을수록 임금교섭이 근로자 생산성에 기반을 둘 가능성이 커져 임금과 생산성간의 연계가
긴밀해지고 따라서 임금 유연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한편 OECD는 이러한 기준들의 유효
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금분포 분산과 임금교섭 분권화간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고 이 관계가 양(+)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 분석한 OECD는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였
을 때 임금조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교분석
방식은 우리나라 임금 유연성을 평가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임금분포의 분산이 임금과 생산성간의 연계 정도를 반영한다는 가설이 우리 노동
시장에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임금분포의
분산이 크게 나타난 것은 생산성 연계 임금제도 보다는 임금소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에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임금조정이 매우
어렵고 경직되어 있더라도 그 임금소득 수준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소득과 큰 차
이를 나타낸다면 임금분산은 임금 유연성과 관계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분포 분산을 따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 임금분산이 임금유연성
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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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금교섭 구조의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요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업
별 임금교섭은 상위 노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임금교섭은 OECD의 지표가 반영하
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덜 분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조정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가를 직접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과 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
난 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수준이 생산성과 부합되거나 그 이하로 결정된다고 전제할 때
이 결과는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경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 유연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간접적인 방법은 임금체계를 보는 것이다.
임금은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임
금과 생산성간의 연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고
정급에 비해 성과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연공서열
형 임금체계로부터 탈피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데에서도 느낄 수 있
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성과급 비중이 올라가는 데에는 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법정 복리비의 증가 때문이다. 사회보험비용,
유급휴가 등 근로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비용들은 경기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리비 증가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임금 유연성
을 막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조정은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다고 볼 수 는 있지만 생
산성 연계의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에는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 구성요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서 임금 유연성 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 임금 및 고용 조정 모두 경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고령층 근로자들의 퇴직 및 재취업에 매우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령층 근로자들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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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 유연성 대책

노동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우선 고용 혹은 임금 유연성 가운데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노동 유연성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될 수 있
지만 그 비용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고용조정은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통해서 여려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아무리 실직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 진다고 해도 그 막대한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불안의식을 해
소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 고용 유연성은 노동이동률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직업훈련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근
로자들을 채용해서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이미 훈련된 근로자를 더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 유연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 유연성보다는 임금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불가피한 경우
는 예컨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임금인하가 근로자 생산성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특
히 신제품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술개발을 통해 잠재성장 동력을 구축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연계되는 임금체계가 구축되어
야 한다.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는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없고 기업특수적(firm-specific)
인적자본이 중요시되는 생산기술적 여건에서 적절한 것이었지만,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더 이상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필요성이 없는 지금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
되고 있다. 오히려 생산성 변동에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조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들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임금유연성이 확보되면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과는 달리 노
동이동률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근로자 직업훈련 투자를 유도하여 근로자들의 생
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산성 임금체제가 구축되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이어서 이 또
한 근로자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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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생산성 증대는 결국 고령층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와 이들의 퇴직시기가 늦추어 질 수 있으며 또 주 직장 퇴직 이후의 재취업 가능성도 증
대될 것이다.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이 생산성과 긴밀한 관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
서 고용되어 온 고령층 근로자들은 새로운 생산기술로부터 점진적으로 소외되어 그들의
고용 가능성이 더욱 저하되는 것이다.
고령층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 추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인구
구조가 달라지는 여건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
한 일이라고 볼 때 결국 생산성 연계를 통한 임금 유연성 확보는 이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리라 본다.
현실적으로 생산성 임금체계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결정되는 노사 임금
협상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상 구조
가 가급적 기업 단위로 분권화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협상구조하에서는 개별기업의 사업
실적이 임금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임금간의 연계가 긴밀해 질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산업별 노조조직으로의 체제
전환은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해 혹은 고령층 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임금 유연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사항은 노사협상이 임금으로만 국한
되지 않고 임금과 고용이 같이 협상되는 협상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기
업사정이 열악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노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
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소위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의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협상 방식으로 기업의 대외적 충격을 임금 유연성으로 흡수하고
고용조정을 피해 나갈 수 있을 때 고령층 근로자와 같은 한계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이
더욱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4. 연금제도 개혁

지금까지는 고령층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대책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고령층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한 이후 그들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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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연금제도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제도 개혁 방안들을 따져 보도록 한
다.

가. 연금제도 현황

현재 퇴직 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들이 택할 수 있는 연금수단으로는 정부가 주
도하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퇴직금, 그리고 개인들이 직접 노
후대비 저축을 하는 연금저축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금제도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
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실정에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그 재정 상황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퇴직금은 기업사정에 따라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여건에서 개인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개인들이 연금저축을 통해 퇴직소득 보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국민연금 문제점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제가 부과식(pay-as-you-go)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근
로자들이 부담으로 현재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을 충당하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제는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어서 적립식(funded)적인 요소가 가미
되고 있지만, 추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퇴직자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적립식적 요소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제는 기본적
으로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인 것이다.
한편 퇴직금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소위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퇴직금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불적이고 지급보장이 불확실한 퇴직금제에서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고 지
급시 연금형태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의 목적에 좀 더 효과적으로 부웅하도
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퇴직연금제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고 사업장별로 자발적으
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퇴직연금제가 확산될 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퇴
직연금제는 기업주로 하여금 적립의 부담을 부과하고 있고 근로자로서는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일시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연금제 선
택에 대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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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걱정하는 정부로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나. 연금개혁시 고려사항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행 연금제도에 대해 근본적
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각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을 철저히 고려하여 공
공 연금제와 기업연금제 그리고 개인연금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금체계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연금제도의 특징별 그 경제적
효과들을 파악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어떤 연금제도를 특징짓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그 운용방식이다. 즉 부과식
(pay-as-you-go)으로 운영될 수 있고 적립식(funded)으로 운영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부과식은 현재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하여 현재 퇴직자들
을 보조하는 운영방식이고, 적립식은 기본적으로 개별 근로자 혹은 개별 그룹의 근로자들
혹은 그 고용주가 스스로 적립하여 자신들의 미래 퇴직소득을 충당하게 하는 운영방식이
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각국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적 연금제도는 대부분 부
과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기업연금(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모두 적
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과식과 적립식 연금제가 갖는 가장 큰 차이는 그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있다. 부
과식 연금제하에서는 근로자 당시의 임금에 비례하여 납부금을 내다가 퇴직 기간 중 지급
받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임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납부금 대비 수익률은 임금상승률과 인
구구조 변화 - 즉 퇴직자 1명을 보조하는 근로자 수 -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GDP 성장률과 비슷하므로 결국 부과식 연금제하에서의 납부금 수익률은 경제성
장률에서 퇴직자 1명 당 근로자 수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을 더한(혹은 뺀) 것으로 나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단계에 접어 들면서 경제성장률은 저하되
고 반면에 고령화 추세로 퇴직자 1명 당 근로자 수는 감소하여 왔기 때문에 부과식 연금
제에서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부과식 연금제에서 우리 국민연금처럼 퇴직시 받을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
는 경우에는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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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적립식 연금제에서 납부금의 수익률은 적립된 금액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얻
어지게 되는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고, 부과식과는 달리 인구구조 변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자본시장 수익률이 적립식 연금제 수익률을 결정할 뿐이어서 적립식 연금제는 그
재정이 인구 고령화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수익률도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수록 감퇴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익 위험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적립식 연
금제의 재정이 경제발전과 함께 반드시 부정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 수익률과 경제성장률과의 괴리는 자본시장 수익이 갖는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과 자본수익에 대한 조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식 연금제에서
의 납부금 수익률은 적립식 연금제에서의 수익률보다 낮아진다.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퇴직자 1명당 근로자 수의 감소를 고려하면 부과식 연금제의 수익률은 적립식에 비
해 훨씬 낮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납부금 수익률 면에서 열등한 부과식 연금제보다는 적립식 연금제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이 연금구조를 부과식으로부터 적립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시사하지는 않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꿀 경우 그 이전 단계에
서 근로자 계층은 부과식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자를 보조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적립식 연금제에서 지급받게 될 자신들의 연금을 위해 적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전 단계에서 근로자 세대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제도를 특징짓는 또 다른 변수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 방식이다. 즉 연금 재정의 수
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 납부금을 미리 지정하고 연금 수급액은 그 납부금 수익률이 실현
되는 것에 따라 변동시키는 소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이 있는 반면, 연금
수급액은 고정시키되 연금 납부금을 수익률에 따라 변동시키는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DB)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부과식이나 적립식 연금제 모두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연금제는 연금납부금과 연금 수급액 모두를 확정시켜서 결국 DB와 DC 특성을 다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비하여 납부
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제에서는 DB 혹은 DC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
으로 근로자들은 DB형을 선호하고 기업주는 DC형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DB(혹은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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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할 경우 납부금 수익의 위험을 기업주(혹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
국 DB와 DC형의 선택 문제는 위험부담을 기업주와 근로자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연금제를 특징짓는 다른 변수로서 연금 납부금과 수급액의 소득비례 정도를 들
수 있다. 소득비례의 정도가 클수록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유인과 자본 공급 (혹은 저축)
유인이 커져서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만 근로자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
키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부과식 연금제
의 경우 그 납부금 수익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부과식 연금제에서의 소득비례 부분은
적립식 연금제에 비해 노동 및 자본 공급 증대의 효율성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는 소득비례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반면에 퇴직연
금이나 개인연금은 소득비례 정도가 높은 편이다.

다.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 문제는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가 악화될 것이라
는 예상이 나오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국민연금 납부금과 수급
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최근 도입한 퇴직연금제를 국민연금제와 어떠한 연
관관계를 갖도록 하면서 정착시키는가 하는 것도 연금개혁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
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의 부과식 연금제를 인
구구조의 고령화와 무관한 적립식 연금제로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막대한 이전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선택이 어
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전단계에서 근로자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채발행 등으로 세
대간 재배분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적립식으로의 구조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현행 부과식 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이나 DC형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컨대, 스웨덴에서처럼 부과식 연금
제하에서 DC형을 선택하여 현행 납부금을 유지하면서 장래 연금 수급액은 부과식 연금제
하에서 납부금 수익률이 실현되는 것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금 인상 혹은 연금수급액 인하보다는 변화하는 여건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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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보다는 국민연금제를 앞으로 도입할 퇴직연금제와 함께 고려하여
그 위상을 효과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기본 방향은 국
민연금제에서 소득비례부분을 크게 낮추어 이를 기초연금화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줄어드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소득비례 정도가 높은 퇴직연금제로 대
체하여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납부금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그 중 일정 수준의 소득불비례 부분
을 정해 놓고 유지하게 되면,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 부분이 감소해 가게 되는 데 이 소득
비례분 감소를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 방향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줄어드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퇴직연금 수급액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부과식 연금제를 부분적이나마
인구 고령화와 무관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립식 연금제로 구조개혁하는 효과를
지닌다. 퇴직연금은 어차피 도입되는 것으로 예정된 것인 만큼 이러한 구조개혁은 그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비용이 특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로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 국민연금을 확보하여 형평성 제고를 꾀함에 있어서 그 효
율성 대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납부금 수익률이 낮을수록 이를 소득불비례 부분
으로 배정하는 것이 효율성 감퇴를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부금 수익률이 낮은 국민
연금 부분에서 소득불비례 부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 도입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한
세제지원이 없는 한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 선택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퇴직이후 퇴직연
금 수급연령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한 소득 보장
대책이 별로 없다는 데에 있다. 물론 실업급여가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된 기간동안만 지
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따라서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없는 한 60세 까지는
조기 퇴직자의 생활보장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의 이와 같은 한계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이라도 실직기간 중에는 부분적으로 장래의 퇴직연금에서 일부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빌릴 수 있게 하면 실직기간과 퇴직기간
에 걸친 소비균등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의 후생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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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인정하는 대출금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계획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처럼 사정에 따라 퇴
직연금 전부를 일시불로 인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
한 문제로서 좀 더 정밀하고 세련된 분석을 거쳐 소비균등화와 연금적 성격을 다 같이 살
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 노동시장이나 사회보
험 체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그 이유를 지적
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노동시장이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연금제도는 고령자들의 은퇴후 생활보
장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을 제
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노동시장 면에서 볼 때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이 기업주의 고용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고령층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규직 노동시장
에서의 고용/임금 경직성은 기업주로 하여금 고령층 근로자들의 정년을 앞당기도록 유도
하고 있고 일단 퇴직한 고령층 근로자들은 정규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시장
으로 편입되어 한동안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조기 퇴
직과 그 이후의 불완전한 고용 상태는 우리 노동시장이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역행하고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의 증대가 필수적
이라고 주장한다.
노동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고
용 유연성보다는 임금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생산성에 연계된
임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주의 고용비용을 줄이고 그에 따라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유연성 제고는 고령층 근로
자의 퇴직시기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인구구조 고령화에 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
본 고에서는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사간 임금협상이 보다 분권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 협상과정에서 임금과 고용이 동시에 협상대상이 되어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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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문화가 정착되게 하는 것도 고용 가능성 증가를 위한 임금 신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체계가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데 퇴직자들의 효과적
인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체계화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를 소득불비례 연금 즉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비례적 국민연금 부분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축소되
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이를 소득비례적인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로 보충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연금 개혁 방식은 점진적으로 부과식 연금제를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효과
를 나타내는 한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소득불비례 연금) 도입에 따른 효율성 감
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물론 이러한 연금개혁 방향은 퇴직연금제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또 퇴직연금제하에서 조기퇴직자의 퇴직연금 수급연령 이전
까지의 소득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제한적 대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조기 퇴직자의 소비균등화 필요성에
부응하면서 퇴직연금의 연금적 성격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ⅩⅧ. 노동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연구전략
개발(최재욱)

21세기는 세계화의 급진전과 경제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제조업 및 정보ㆍ서비스산업이 GN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큰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

철강석유전자
․
․
등 기존의 주력 생산 및 수출산업에서 생명공학정보통신의약환경
․
․
․
등 신산업 분야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의 비중과 역할이 증가하고, 여성노동인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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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개인중심의 가치관 확산과 삶의 질 추구경향은 인터넷의 확산, 정보화의 급진전이 예
상되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될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사고발생 위험성의 증

가,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새로운 화학물질에 따른 신종 직업병의 발생, 정보통신
․
산업
활성화에 따라 컴퓨터 단말기를 취급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VDT 증후군, 경견완장애 등
근골격계질환의 증가, 스트레스, 뇌심혈관질환 등 신종 직업성 질병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전략은 단순한 물질관계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거래관계이면서, 이해관계이
고 또한 생활관계이다.60)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전략은 환경이 변하면 신속하게 적
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선진 각 국가들은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전략에서 그들 국가의 다양한 환경에 부응한 전략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에서도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비젼, 정책 목표 및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전략에 대한 연구전략이 필
요하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는 당시 상황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연구과제의 선정도 연구자 자신의 취향 또는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전략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정시점에서 안전보건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예산 확보는 물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전략 및 목표
를 지원함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먼저 노동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여건과 전망을 이해하고,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
과 이에 따른 연구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산업안전보건 연구전략을 도출하고자 한
다.

1. 산업안전보건의 여건과 전망

가. 21세기 산업구조의 이해

산업안전보건전략은 단순히 기계장비와 인간사이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는
60)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경문사, 2000, p.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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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간의 두 주체, 즉 고용주와 근로자사이의 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또한 넓은
의미로는 사회 생활관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전략은 하나의
생명체를 지닌 행동시스템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사회시스템 내에서 파악되고 이해되
어야 한다. 이러한 효율적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위한 요건들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ⅩⅧ -1]
과 같다.
[그림 ⅩⅧ -1] 효율적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위한 요건들의 관계

패러다임

상황
변화

전략적
과제

당사자
선택

한편, 하나의 생명을 지닌 사회시스템을 다루는 전략의 한 분류로써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산업안전보건전략 또한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되어
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위 환경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히 대
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전략 시스템이 항상 스스로 힘을 만드는
자생적인 힘, 즉 내생적인 힘(endogenous power)에 의해서 혁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다.
그런데, 최근 산업안전보건전략 시스템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상황변화정도가 아니라 패
러다임까지 변하는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전망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
하다: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략 패러다임의 전환61)
기본 이념: 산업평화유지에서 경쟁력 제고
61)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2000. p.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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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양식: 제로섬게임에서 포지티브섬게임
접근 방식: 이해관계지향에서 투명성제고

따라서, 효율적이고 유효한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과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입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일차적 과업은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21세기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 21세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이미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21세기의 경제 및 산업구조는 소위 신 경제(New
Economy)로 특징 지워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과거 20세기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산업전략 더 나아가서 노동전략까지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마련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래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특히 산업안전
보건전략 부분에서의 변화의 큰 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ⅩⅧ -1> 산업안전보건전략 부분에서의 변화
2 0 세기

2 1 세기

기본고용형태

정규고용

임시고용 및 비정규고용

규제기준

규제의 중복성 인정
즉, 규제의 목표달성을 강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제거 즉,
경제적 효율성 강조

산업구조

대형 제조업구조 중심

기식기반서비스업구조의 확산

규제형태

개별적

글로벌적인 표준화

규제관리

명령통제방식
․

자율성중심

(1) 글로벌산업구조에 의한 노동환경변화

세계화로의 산업구조 전환 및 진전은 노동환경에서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가? 일반적
으로 세계화로의 진전은 해외 자본도 자국자본처럼 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자본정

책측면 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세계화는 과세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경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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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책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중심인 노동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화 및 무한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산업구조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전
략이 경쟁국가들의 산업안전보건전략과 비교하여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효적인가를 평가하
고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중복적인 산업안전
보건규제의 단일화 및 선진 및 경쟁대상국가들의 산업안전보건규제내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화된 산업구조는 산업안전기준의 국제적 표준화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
한 경향은 OECD, ILO, EU, WTO 등 세계경제기구에 의해 주도되는데, 예컨대 세계무역
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협정에서는 국가별로 안전보건 및 환경보존에 관한 기준상의
편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한 표준화된 국제적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의 경우 1996년 유럽안전보건기구의 설치를 계기로 안전보건기준의 표준화가 촉진되
고 있다.

(2) 디지털 산업구조에 의한 노동전략변화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 산업구조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
․
각 부
문에서의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
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1세기
산업은 정보기술산업에 의해 주도될 것을 말하고 있다.62)
그러면, 디지털 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는 노동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할 것인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의 발달과 산업의 디지털화가 노동정책에 미치
는 영향 역시 단일적이지 않고 여러 방면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어느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고용 창출을 하는 반면에 어느 산업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는 다음 측면에서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62)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미국 상무성에서 발간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Ⅱ」를 참조함. 아울러 http://www.digitaleconomy.gov와 http://www.e-economy.berkeley.edu도 디지털
산업구조에 관한 전망을 소개하고 있음.
- 292 -

□ 고용 크기
□ 고용 형태
□ 디지털화된 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숙련 구조
□ 임금 구조
□ 활동정보의 공개
□ 교육 및 훈련

또한 디지털로의 산업구조전환이 산업안전보건전략에 미치는 또 다른 부문은 활동정보

․
의 공개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각 기업들은 그 들의 산업안전보건관련
활동을 사내 관리
활동으로만 생각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화 하였지만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투명성 경

영이 중요시되므로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경영
․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이 명백하며, 실제적으로 지금 선진 초 일류기업들은 소위 환경안전보건보고서 또는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이러한 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고용의 유연성확대
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선진 초
일류 기업들과는 달리 왜 그들의 산업안전보건경영관련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
러한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안전보건경영
․
관련 유인 전략과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3) 지식기반 산업구조에 의한 노동환경변화

21세기에는 디지털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지식의 창출이 가속화되고, 확산된 지식의 흡수

및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가
․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전환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하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는 종래의 자본, 노동, 기술의 유형자본으로부터 무형의 지식자산(Intangible
Intellectual Capital)과 혁신능력(Innovative Capacity)이 산업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 개
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결정짓는다.63)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은 노동고용측면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와 더불어 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고용정책 및
인력 수급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변
63) 정진화외 3인, 「지식기반경제의 인력정책」 산업연구원, 200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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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산업안전보건전략 측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안전보
건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 예컨대 지식산업의 중심수단인 통신기기와 관련된 전자파문제
또는 PC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증가와 같은 새로운 산업보건 문제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을 활용하는 전문직업창출의 육성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전문컨설팅업체가 많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매우 미약한데,
산업안전보건
․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4)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략의 변화

통계청 자료 「경제활동 인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1963년의 823
만 여명에서 1998년에는 2,145만 여명으로 2.6배 증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2,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향상과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21세기에는 출산율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재해에 취약한 고령 및 여성 근
로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고용관계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근로 형태가 도입되면서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세사업장 등에 대
한 취업기피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는 재해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련규제 중 어떤 부
분이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부적절한 지를 검토해 보는 전략이 필요하
다.

(5)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략

21세기에는 산업안전보건전략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크게 글로벌산업구조, 디지털산업구조 및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략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ⅩⅧ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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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ⅩⅧ -2>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전략
21세기 산업구조

산업안전보건전략

글로벌산업구조

- 중복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단일화
- OECD, ILO, EU, WTO 등 국제적 기준의 사용 및 준수

디지털산업구조

- 고용형태 및 관행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대응(정규직에서 일용/계약/파견직으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공개

지식기반산업구조

- 새로운 형태의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대응(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직 창출 및 벤처기업 육성

노동시장의 변화

-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정책 대응
- 비정규직 근로자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

2.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연구전략

산업안전보건전략은 단순한 물질관계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거래관계이면서, 이해관계
이고 또한 생활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전략은 환경이 변하면 신속하게 적응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선진 각 국가들은 산업구조 및 경
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그들의 산업안전보건전략에서 그들 국가의 다양한 환경에 부
응한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OSHA 전략계획(1997-2002)”이라는
보고서와 유럽노동안전보건청의 "유럽연합회원국들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사항 및 전략"이
벤치마크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표 ⅩⅧ -3>과 같은 전략목표
아래 각각의 산출목표와 실행목표를 세워 안전보건에 관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3
개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위험위험요소에의
․

노출,

재해,

직업병,

(Occupational Safety & Health)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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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을

감소시켜

산업안전보건

□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주력하도록 작업장 문화
의 변화를 유도하며
□ 마지막으로 OSHA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여 대중의
신임을 확보함
<표 ⅩⅧ -3> 미국 OSHA의 전략목표 및 산출/실행목표
OSHA 전략목표

1. 위험, 위험요소에의 노
출, 재해, 직업병, 사망
등을 감소시켜 OSH를
개선

산출목표

실행목표

1.1 가장 보편적인 재해와
직업병, 가장 위험한
산업분야, 위험요소 높
은 작업장에 관심과 재
원을 집중투자하여 재
해 및 사고를 감소시킴

1.1A 선별된 산업부문 및 직업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재해와 직업병 기인물 세 가
지를 15%감소시킴
1.1B 고위험 작업장 다섯 곳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직업병을 15% 감소시킴
1.1C 네 가지 주요 사망재해요인(추락, 충돌,
붕괴, 전기감전, 전기로 인한 재해)을 집
중 관리하여 건설업계의 사망재해를
15%감소시킴
1.1D OSHA가 개입하여 활동을 벌이는 10만
개 사업장에서는 재해와 직업병을 20%
감소시킴
1.1E 4년의 유효기간 내에 사망재해, 재해,
직업병의 20%감소 및 프로그램이나 개
정사항에 대한 현 산업체들의 준수율을
최소 20%이상으로 함
1.1F 연방관청 소관의 모든 사고율을 12%감
소시킴

2.1 작업장 안전보건을 위 2.1A OSH에 관해 OSHA의 개입을 받거나
해 프로그램에 입각한,
OSHA에 도움을 청한 사업주의 50%는
혹은 전체적 접근방식
효과적인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실시하였
을 장려함(예, 안전보
거나 현재 보유한 프로그램을 크게 개
선함.
건 프로그램)
2.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2.2A 앞으로 OSHA가 제안하게 될 규정과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여러 방안들은 모두 근로자의 참여를
을 높이고 이에 주력
보장하는 요건을 포함함
2.2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
하도록 작업장 문화의
2.2B OSHA의 현장활동(감독 또는 협의차 방
한 연수 및 지원서비
변화를 유도
문 등)에는 100% 모두 근로자를 참여시
스, 자문제공 등을 통
키도록 함
해 전 작업장 안전보
2.2C OSHA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
건의식을 고양시킴
자 90%가 그들이 작업장안전보건활동
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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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전략목표

산출목표

실행목표

3.1 근로자가 OSH법에 의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
도록 OSHA는 법적 의
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

3.1A 신고된 사망재해나 재난사항의 95%
정도는 신고가 있은 당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3.1B 근로자의 불만사항은 작업일 1일 이
내에 조사하고, 현장 감사는 작업일
5일 이내에 실시함.
3.1C OSH에 관련하여 신고 접수된 사항
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100% 조사를 실시함.

3.2A 95%의 주주들과 조합원들이 OSHA
와의 협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3.2 조직능력을 배양하고,
수 있도록 함
OSHA와 주주들간의 협 3.2B OSHA와 상호교류하고 있는 사업주
3. OSHA의 프로그램과 서
력을 증진시킴
및 근로자의 80%가 OSHA의 전문
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성, 능력, 지식 등을 만족스럽다고
제대로 수행하여 대중의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신임을 확보함
3.3A OSHA의 실적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이
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
3.3B 실적평가체계를 갖추어 OSHA의 역
량과 이를 실현한 활동실적이 함께
3.3 OSHA의 목표와 전략 등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
3.3C OSHA의 재정체계와 절차가 관련 재
리시스템과 관리공정을
정기준, 규정 및 정책에 부합되도록
고안, 시행함
함.
3.3D OSHA규정에 있어 불필요한 문서작
업이 주는 부담을 1998년 말까지
25%, 그 이후에는 2001년까지 해마
다 5%씩 줄여나감.

미국의 OSHA는 위의 표와 같이 전략목표에 따른 산출목표와 실행목표를 정량화하여
그에 따른 성과 측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개
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OSHA 산하 연구기관인 NIOSH의 NORA에서
OSHA의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예산 확보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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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노동안전보건청

(1) EU 노동안전보건청의 안전보건정책 및 전략

EU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와 그
것을 위한 전략을 <표 ⅩⅧ -4>와 같이 14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세부전략을 세워 안전
보건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표 ⅩⅧ -4> EU 노동안전보건청의 안전보건정책 및 전략
안전보건방침사항
-

-

법률의 효과성 및
향후 법률의 기능

-

전 략
작업장에서 법률이 집행되는 방법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고용자 모두가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야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일부 국가들은 법률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개선된 방식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법적으로 정해놓은 요건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실용적인 지침을 설정하고 이
를 유지, 개선하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함.
감독/집행활동은 비록 그 정확한 효과의 평가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작
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을 인식.
많은 회원국에서 OSH 활동에 있어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시도해 보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으로
보임.

- 감독 및 집행활동은 고 위험도 분야에서 보다 강조될 것임
감독집행의 효과성 및
- 앞으로는 감독기관 밖에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전문가의 수가 증
향후 감독 집행의
가되고 위험성평가 등과 관련된 기업 스스로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면서, 감
기능
독/집행활동은 이에 영향을 받을 것임
- 많은 회원국은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는 앞으로도
홍보활동의 효과성 및
계속 활용될 것임
홍보활동의 기능
- 근로자의 참여가 더욱 중요시 될 것임. 스스로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관계당
국의 협조를 통한 참여가 중요시됨
재정적 유인책

- 많은 회원국에서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재정적 유인책이 활용되
었고, 따라서 이런 방식이 개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자극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인증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인증제도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
며 일부 국가들은 그것이 항상 안전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고도의
위험이 관련되어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른 국가에서는 사
기업 분야에서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인증체계를 자발적으로 갖추도록 장려하
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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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사항

전 략

교육의 효과성 및 향후
연수의 기능

- 작업장에서 교육의 효과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나 사고예방에 있어 교육훈련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음.
- 앞으로도 교육 그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됨.

과거와 미래의 위험성

- 많은 국가들이 화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안전부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특
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화학요소에 있어서는 석면, 물리적 요소에 있어서는
소음이, 그리고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기계안전이 처리해야 할 당면과제였고,
이 외에 신체적인 긴장감/수동 조작 등도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었음.
- 앞으로 중요시 될 위험의 범주로는; 화학적 요소(특히 발암물질), 안전, 정신사회적 부분(특히 직장스트레스)이 있으며, 새롭게 진전된 부분이라면, ‘조직
과 관리(organization & management)’ 측면에 대해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음. (예컨대 위험성평가기법의 개발, 새로운 작업패턴에 관련되어 나
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의 분석 등)

- 어린 근로자들이 과거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들과 노령
과거와 미래의 근로자의
근로자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이 모아질 것이고 비정형적 근로자(가정근로자,
재택근무자)에게도 유럽회원국 내에서 관심의 폭이 증대될 것이며, 자영업자
범주
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임.
과거와 미래의 중점 대상
산업

- 지난 10년 간은 농업과 그 연관산업, 화학분야, 중금속, 건설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분야는 건설업, 상업/운수업/서비스업,
교육, 보건(특히, 병원), 그리고 공공부문임.

- 유럽회원국에서는 화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화
학적 요소 중 일부에만 관심을 보인 국가가 있는 반면, 모든 요소를 조사대
상으로 삼은 국가도 있음.
과거와 미래의 연구 우선
- 미래의 연구대상은 과거와는 다르나 여전히 화학적 요소, 특히 발암물질, 정
순위
신-사회적 요소(주로 직장내 스트레스), 방법론적인 문제(위험성평가, 비용효과분석) 등이 우선순위 관심의 대상이겠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작업패턴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이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임.

OHS경영

- 특정부문이나 특정기업의 규모별 특성에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평가방법의
개발이 요구됨.
- 대외적 예방서비스를 인가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런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짐.

향후 OHS전략의 발전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앞으로 회원국에 있어 더욱 중요성을 띨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정보확보를 위해 많은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

노동시장의 변화

- OSH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작업패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
거의 경험 뿐 아니라, OSH 발전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회원국 지원

- 회원국간 OSH 문제에 대한 서로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강조됨.
- 불필요한 조치는 피하고 유럽국가 간 연대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OSH 분
야에 대한 조정 및 통합작업이 실시되어야 함.
-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모니터
체계의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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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노동안전보건청의 안전보건전략을 위한 연구전략

EU에서는 안전보건정책 및 전략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연구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향후
사회와 직업 및 조직에 관한 내용, 관리와 기술에 관한 내용, 작업환경과 건강에 관한 내
용으로 구분하여 연구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전략 대분류
EU에서는 다음의 <표 ⅩⅧ -5>와 같이 작업 스트레스와 수작업/작업 자세 등 심리사회적
쟁점과 인간공학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으며, 직업병 특히 심리사회적 및 인간공학적 요인
들에 의해 야기되는 직업병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화학 위험요소에도 특별히 주목하
고 있는데, 여기에는 독성/위험 화학물질, 발암물질과 안전 위험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
로는 SMEs(Small and Midium Size Enterprises)의 위험관리와 위험성평가를 역시 강조하
고 있다.
특정 행동들과 위험 화학물질의 대체물질, 특히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독성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위험 요소, 특히 소음과 전기
/자기장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다.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몇몇 우선순위가 중복되고
있는데 이는 즉 심리사회적 위험이 세부 주제로, 또는 직업병의 구성 요소로도 나타나며,
발암물질은 세부 주제이자 동시에 위험 평가의 구성 요소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ⅩⅧ -5> 전반적인 연구전략 우선순위
■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

■

화학적 위험 요인

□

안전 위험

○

SMEs의 위험 관리

●

직업성 및 기타 작업관련 질병

●

특정 행동의 위험

●

위험성 평가

●

위험물질의 대체

●

물리적 위험 요인

■ = 13번 언급된 위험, □ = 12번 언급된 위험
○ = 11번 언급된 위험, ● = 10번 언급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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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전략 중분류

1) 사회와 작업 조직(Society and Work Organizations)
사회와 작업조직에 있어서는 고령 근로자와 작업 능력이 쇠퇴한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업 패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택근무 등 원격작업이 가장 이 분야에서 가장 새롭게 등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
․
기업 역시 사회와 작업조직에 있어서 중요하고 명확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표 ⅩⅧ -6> 연구전략 중분류 중 사회와 작업 조직분야
□

중∙소규모 기업

○

산업안전보건의 비용/편익 분석

○

산업안전보건의 비용 분석, 사고/질병의 비용

○

하청 근로자

○

고연령 근로자

○

작업 능력이 쇠퇴한 근로자

●

원격 노동

●

위험성평가

●

자영업자

●

조직 문화

●

임시직

●

어린이 노동

■ = 12-13번 언급된 위험, □ = 110-11번 언급된 위험
○ = 8-9번 언급된 위험, ● = 6-7번 언급된 위험

2) 경영과 기술(Management and technology)
안전보건경영의 측면에서, 기업들은 European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위험성평가
및 그 결과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위험성 평가이었다. 또한 (정
도관리와 환경에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하여) 평가를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통합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검정과 예방도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역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는데, (최선의 작업관행, 벤치마킹 등)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학습 및 학습능력개발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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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생산품, 생산기술, 공정과 장비의 위험을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경우 위험하지 않은 대체물 혹은 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ⅩⅧ -7> 연구전략 중분류 중 경영과 기술분야
□

위험성평가

□

SMEs의 위험성평가

□

위험 물질의 대체

○

새로운 안전 생산품, 생산방법 및 공정과 장비(인간공학, 안전, 생물학적,
물리적, 심리적 위험 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한)

○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산업안전보건의 인증, 기타 경영 시스템과의 통합

○

최상의 작업관행, 벤치마킹

○

학습과 능력개발, 교육 방법론

●

사고 예방

●

작업장 건강증진, 직업 보건 서비스의 방법론

●

위험에 대한 상호의사소통과 인지

●

관리자와 근로자 참여

●

기계, 플랜트 안전과 기계 조작(즉 기계와 플랜트의 작동, 수리 및 보수와
관련된 위험의 평가)

■ = 12-13번 언급된 위험, □ = 110-11번 언급된 위험
○ = 8-9번 언급된 위험, ● = 6-7번 언급된 위험

3) 작업 환경 위험성(Risk in the working environment)
이 범주의 주제들은 대체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심리적, 인간공학적, 화학
적, 안전위험이 중요한 연구전략과제로 논의되었다.

<표 ⅩⅧ -8> 연구전략 중분류 중 작업환경 위험성분야
■

심리적 위험 요인

■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

■

화학적 위험 요인

■

안전 위험

□

물리적 위험 요인

○

생물학적 위험 요인

■ = 12-13번 언급된 위험, □ = 110-11번 언급된 위험
○ = 8-9번 언급된 위험, ● = 6-7번 언급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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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영향(Health effects)
이 범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직업성 위험을 예방함에 있어 안전
과 보건 양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건강
영향 영역에서는 심리사회적 쟁점과 인간공학이 두드러졌다. 이와 유사하게 신기술에 의해
야기된 복합 결합물을 포함한 직업성 노출의 복합 영향에 의한 질병 역시 관심의 대상이
었다.

<표 ⅩⅧ -9> 연구전략 중분류 중 건강 영향분야
■

직업성 및 기타 작업관련 질병

■ = 12-13번 언급된 위험, □ = 110-11번 언급된 위험
○ = 8-9번 언급된 위험, ● = 6-7번 언급된 위험

5) 기타 작업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구체적 주제(Specific and other topics related to
working environment and health)
특정한 행동들과 관련된 위험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통계적 분류에 의한 경
제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표 ⅩⅧ -10> 연구전략 중분류 중 특정 주제분야
□

특정 행동의 위험

●

방법론의 개발

■ = 12-13번 언급된 위험, □ = 110-11번 언급된 위험
○ = 8-9번 언급된 위험, ● = 6-7번 언급된 위험

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연구 전략

(1) 한국 노동부의 안전보건정책 및 전략

한국 노동부에서는 1999년 12월에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이 종결됨에 따라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산업안전법 제8조(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산업안
전보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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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비젼
○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확보
- 노동생활의 질 향상
- 양질의 노동력 보존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사회통합과 시민사회 실현
-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를 통한 안전한 작업장 실현
- 법과 규칙에 의한 규율 및 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안전보건

(나) 정책 목표 및 수단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합리화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국가 위험요인 관리 능력 향상
국가 차원의 위험요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평가 환류 기능 강화
-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지원 서비스 합리화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지원 서비스의 합리적 추진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사 기능의 확충 및 통계 분석센터 설립
○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증진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 지원 및 알권리 강화
노사간 안전보건 관련 규율의 정립
○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 정보 및 교육 훈련 지원 체계 구축
- 안전보건 정보생산 및 전달체계 구축
안전보건 정보센터 설립 및 서비스 활성화
- 안전보건 기본 교육 및 훈련 서비스 확충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산업 진흥체계 구축
- 안전보건 서비스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산업안전보건산업 진흥원 설립 및 민간기술 전문화 지원 강화

(다) 추진 방향
○ 행정통제 방식으로부터 사후적 제재 강화방식으로 전환
- 새로운 작업방식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제정의 어려움
- 304 -

- 행정통제 방식의 비효율(노력 대비 효과)로 정부의 간접지원 기능 강화
-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프로그램화
○ 안전보건사업 추진방식을 공공부문 중심에서 민간부문 중심으로 전환
- 민간중심의 안전보건 사업의 활성화
- 정부의 직접적인 안전보건 사업의 점진적 축소
- 민간부문의 안전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지식정보화 발전에 따른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화
- 안전보건 정보화 사업 강화
- 안전보건 제반 정보와 지식의 공개를 통한 자율안전보건 유도
- 산업안전보건 정보 전달체계의 확립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 지속적 강화
- 자율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 일회성 지원 사업에서 장기간 지속적 지원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전환
○ 자발적 안전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산업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지원 강화
○ 산업안전보건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각종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평가 체계 개선
- 산업안전보건 동향 정보 및 효과 평가를 위한 제반 지표 개발

(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체별 역할
○ 정부: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한 법 집행 강화 및 지원 육성 기능 강화
- 법적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산재 발생 및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 점검 강화
근로자의 점검요구 사업장(안전보건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의 요구)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취약 기능 육성 강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정보, 교육, 훈련 및 관련 산업 지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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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합리적 규제 준수 및 자율안전보건사업 강화
- 안전보건 사업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안전보건 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 투자 및 효과 분석
- 자율 안전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노사 파트너쉽 유지
○ 근로자: 현장 안전보건 감시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참여 확대
- 근로자의 알권리 및 작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감시 강화
-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보건사업 참여 확대
○ 민간 안전보건기관: 안전보건 전문기술 서비스 및 안전보건산업 진흥
- 시장원리에 따른 안전보건 서비스 확대
- 안전보건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 및 전문화
○ 공공 기관: 사회적 안전망 및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공지원 서비스
-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공공지원 서비스 강화
자율안전보건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공공지원
- 취약 사업장 및 근로자의 서비스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 서비스 구축
취약 사업장 및 근로자의 지원 요청체계 구축 및 개인비밀 보장
취약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활성화
- 시장원리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국가차원의 안전보건통계와 정보 생산 및 동향 분석
안전보건 검인증 사업, 안전보건 기본 교육 및 훈련
취약 사업장 및 근로자의 지원 요청체계 구축 및 개인비밀 보장

(마) 주요 정책과제
○ 기본 대책
- 산업안전보건 총괄 조정 및 지원 육성 기능 강화
- 근로자의 안전보건 주체 확립 및 건강권 확보
- 기업의 자율성 강화 및 안전보건 내실화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지원 서비스 효율화

- 연구통계정보훈련
․
․
․
등 안전보건 사회간접자본 확충
- 안전보건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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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 전략

한국 노동부에서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산하 기관인 한
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연구과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체계 확립
을 위해 11대 연구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 ⅩⅧ -11> 한국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전략
안전보건연구전략
국가안전보건관리
체계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안전보건문제
사회심리적
․
요인과
스트레스

세부사항
- 안전보건정책 개발
- 안전보건제도와 사업평가
- 안전보건경영과 관리
- 노동생활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 위험사회의 사회안전망과 취약집단 건강
- 작업조직과 노동의 사회 심리적 환경
- 과로스트레스와
․
뇌심혈관
․
질환
- 작업생리학적 영향지표

위험요인에 대한 공학적 안전대책과 안전성
평가기법
-

중대재해예방기술
개발

-

인간공학 응용
재해예방기술 개발

-

화학물질의 독성과
유해위험성
․
평가

-

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등의 개발 및 성능개선
위험기계기구
․
등 생산설비의 안전화 및 손상방지 기술개발
소음 및 전기 등의 물리적 특성평가 및 제어방법 기술개발
전기기기설비
․
및 전기에너지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정전기 및 전자파 안전대책
위험요인별 안전모델 및 안전기준 개발
안전검사검정기법
․
및 안전기술 개발
․
정량적정성적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안전성 평가 (Safety Assessment)
기술 개발
기계설비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개발
감전재해 및 전기화재 등의 중대재해예방기술 개발
화재폭발에
․
의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시스템 개발
추락붕괴
등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예방기술 개발
․
중대재해원인 분석

․
인적물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간공학(Ergonomics)적 개선 대책
휴먼에러(Human Error) 방지기술 개발
인간공학적 위해성 평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의 독성 및 유해성 평가
생체의 유해성 방어기전
화학물질의 생체영향 메커니즘 및 진단기법

- 307 -

안전보건연구전략

세부사항

작업환경 위해성 평가 및 제어
-

작업환경측정, 분석 및 평가기법
작업환경 노출기준 및 측정제도의 확립
작업환경관리기법
특수작업환경의 평가와 관리

유해요인의 생체영향
평가

- 화학물질 노출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
- 유전자 영향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지표 개발

직업성질환의 규명과
감시

-

직업성질환 감시
효과적인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
주요 전통적인 직업병-호흡기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생물학적 위험요인과 감염성 질환
발암성 물질의 노출평가와 직업성 암

안전보건기초자료 및
정보생산

-

안전보건 기초현황 조사
기준지침
․
및 매뉴얼 개발
화학물질의 MSDS 개발보급
․
․
안전보건정보 개발보급

3. 결론

가. 산업안전보건전략 비교 분석 결과

앞에서 언급된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동향과 2004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산업재
해예방5개년계획(2005～2009)」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행정통제 방식으로부터 사후적 제재 강화방식으로 전환, 안전보건사업 추진방식을 공공
부문 중심에서 민간부문 중심으로 전환, 지식정보화 발전에 따른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 지속적 강화, 자발적 안전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 산
업안전보건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 중점추진방향으로 설정된 제2차 산업
재해예방 5개년계획은 위의 미국 OSHA의 전략목표 및 산출/실행목표와 EU 노동안전보
건청의 안전보건정책 및 전략과 비교하면 선진국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
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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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HA의 경우 전략목표에 따른 산출목표와 실행목표를 정량화하여 그에 따른 성과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OSHA의 경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를 개선 대상으로 함
- OSHA 및 EU에서는 지속적인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OSHA 및 EU에서는 안전보건 문제를 근로자와 사용자 및 주주의 문제까지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음
- EU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를 수행 함
- EU의 경우 재해의 근본 원인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EU의 경우 재정적 유인책과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안전보건의 문제는 환경과는 다르게 지역적인(Local)면과 세계적인(Global)면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글로컬제이션(Glocalzation)이라 하여 지역적인 특
성과 문화를 고려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선진국과의 차이점
을 국내 실정에 맞게 고려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제2차 산
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에 따른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목표 및 세부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
및 성과측정이 필요하겠다.

나. 산업안전보건 연구전략 비교 분석 결과

연구전략의 비교에 있어서도,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각 국가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
체적인 실행 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에 따른 연구전략의 수정 과정에 대한 절차가 없다
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전략목표, 산출목표, 실행목표에 따른 프
로그램개발(예;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연구과제의 중점적인 전략목표로 삼고 있으며, 또한
EU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에 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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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었다. 수립된 연구전략은 사회와
작업조직, 경영과 기술, 작업환경의 위험성, 건강영향, 특정주제 분야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세부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변화에 지속적
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공단의 경우도 EU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설문을
거쳐 11대 중점연구영역을 연구전략으로 도출하여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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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ⅩⅧ -12> 국내외 산업안전보건연구 전략 비교분석
국가
미국

중점연구전략분야
정책프로그램개발

사회와 직업조직

-

EU
경영과 기술

작업환경 위험성
건강영향
특정주제

한국

국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등
작업생리학적 연구
중대재해예방기술 개발 등
위험요인에 대한 공학적
안전대책 연구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등
인간공학 응용분야 연구
작업환경개선 및 화학물질의
독성과 위험성 평가 연구
유해요인의 생체영향 평가와
직업성 질환의 규명과 감시
연구

-

세부연구전략분야
전략, 산출. 실행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개발
즁소규모 기업
산업안전보건의 비용 및 편익 분석
산업안전보건의 비용분석 및 사고/질병의 비용
하청근로자
고연령 근로자
작업 능력이 쇠퇴한 근로자 - 원격노동
위험성평가
- 자영업자
조직문화
- 임시직
어린이 노동
- SMEs의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위험물질의 대체
새로운 안전 생산품, 생산방법 및 공정과 장비(인간공학, 안전,
생물학적, 물리적, 심리적 위험 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산업안전보건의 인증, 기타 경영 시
스템과의 통합
최상의 작업관행, 벤치마킹
학습과 능력개발, 교육 방법론
사고 예방
작업장 건강증진, 직업 보건 서비스의 방법론
위험에 대한 상호의사소통과 인지
관리자와 근로자 참여
기계, 플랜트 안전과 기계 조작(즉 기계와 플랜트의 작동,
수리 및 보수와 관련된 위험의 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심리적 위험요인
화학적 위험요인
- 안전위험
물리적 위험요인
- 생물학적 위험요인
직업성 및 기타 작업관련 질병
특정 행동의 위험
방법론의 개발

- 국가안전보건관리체계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안전보건문제
- 사회심리적
․
요인과 스트레스

- 위험요인에 대한 공학적 안전대책과 안전성 평가기법
- 중대재해예방기술 개발
- 인간공학 응용 재해예방기술 개발

- 화학물질의 독성과 유해위험성
․
평가
- 작업환경 위해성 평가 및 제어
- 유해요인의 생체영향 평가
- 직업성질환의 규명과 감시
- 안전보건기초자료 및 정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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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연구전략 개발

본 연구의 성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국내외 산업안전보건전략 및 연구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연구전략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다만
각 세부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평가지표의 개발 그리고 수립된 연구전략의 개발과 수
정에 필요한 절차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시간적 제약으로 향후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비전:
- 노동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국가 경쟁력
확보

○ 미션:
-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를 지향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형 자율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 전략:
-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취약계층(고연령, 여성, 자영업자, 원격노동) 및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중소사업장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조직문화 및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
노동생활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위험사회의 사회안전망과 취약집단 건강에 대한 연구
- 국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보건정책개발
안전보건정책계획결과 및 사업평과 성과 측정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정부, 사업장,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규제 방식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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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도입기반 구축
안전보건관련 민간기관 활성화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적용의 현실화 및 미준수 사업장의 제제 강화방안
산업보건연구 기능 확충 방안
국제 안전협력 체계 구축 방안
- 안전보건경영:
자발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방안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정보전달 체제 구축
안전보건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조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통계서비스체계 수립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개발
근로자 참여방안 및 위험에 대한 상호의사소통과 인지
안전보건정보 개발 및 보급
- 안전보건기술:
인간공학 응용 재해예방기술 개발(인적물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개선대,
휴먼에러방지기술 개발, 인간공학적 유해성평가, 직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
Behavior Based Safety 도입
화학물질의 독성과 유해/위험성 평가(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위험성평가, 화학
물질의 독성 및 유해성평가, 생체의 유해성 방어기전, 화학물질의 생체영향 메커
니즘 및 진단 기법 등)
화학물질정보제공 체계 확립방안
MSDS 개발 및 보급
검사/검정/인증제도의 국제화 방안
위험물질의 대체 방안
- 작업환경 위험성: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및 제어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위험성평가와의 통합 및 연계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 및 특수검진결과를 이용한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 평가 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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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유해도평가 (Health Hazard Evaluation: HHE)프로그램의 확대 방안
심리적 위험요인
물리적 위험요인
생물학적 위험요인
- 건강영향:
직업성질환의 규명과 감시
건강진단결과와 위험성평가 모델 연계 및 통합방안
건강진단 프로세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통합방안
- 특정주제:
주기적인 안전보건연구 수요조사 방안
안전보건 세부전략 별 평가지표의 개발
안전보건 정책 개발 및 연구전략 수립의 절차에 대한 제도화 방안 마련
National Poisoning Center(화학물질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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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Ⅸ. 미래사회를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방향(갈원모)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산업재해 발생추세는 지속적인 증가경향(재해율, 사망자 수 측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재은폐가 어려운 사망재해는 뚜렷한 증가추세로서 ‘98년 2,212명
에서 ‘03년에는 2,923명 선까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자 수는 해마다 높아져
’98년 대비 ‘03년 497%나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ⅩⅨ-1> ’98-‘03 산업재해 현황, 노동부
년

도

'98

'99

'00

'01

'02

'03

재 해 자

51,514

55,405

68,676

81,434

81,911

94,924

사 망 자

2,212

2,291

2,528

2,748

2,605

2,923

재해율

0.68

0.74

0.73

0.77

0.77

0.90

사망만인율

2.90

3.08

2.67

2.60

2.46

2.76

산안법 위반 행정처리 건수

29,879

34,849

산안법 위반 사법처리 건수

2,05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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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ⅩⅨ-1〕연도별 업무상 질병요양자 추이, 노동부

1) 업무상질병 요양자 만인율 =

업무상질병
요양자수
근로자수

×10,0
00

8.0
7.0

7.30

6.0
4.21

5.0

3.96

3.10

4.0

2.55
1.87

3.0

1.73

1.70

1.42
1.26

2.0
1.0
연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구분
근로자수 7,273,132 7,893,727 8,156,894 8,236,641 7,582,479 7,441,160 9,485,557 10,581,186 10,571,279 10,599,345
업무상질병
918
1,120
1,529
1,424
1,288
1,897
2,937
4,456
4,190
7,740
요양자수
업무상질병1)
요양자
1.26
1.42
1.87
1.73
1.70
2.55
3.10
4.21
3.96
7.30
만인율

지난 10년간 사업장 규모별로 산재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서 전체 재해자의 80% 대를 점유하고 있고 발생형태 별로는 추락전도협착
․
․
등의 재래

형 재해가 전체의 약 50～60% 이상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망재
해는 전체 사망자의 약 25～30%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
노동부에서는 1996. 8월 산업안전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까지 재해율 0.5%, 사
망만인율 1.0 달성을 목표로 8대 중점 추진과제까지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97년 5월 기
업규제완화에 관한 특조법 개정과 IMF를 겪으면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고
용 인원축소, 외부대행 사업의 범위 확대, 의무교육 폐지 등으로 오히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크게 약화되어 당초 목표였던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 확보는 공염불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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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MF로 인하여 정부가 내세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슬로건인 효율성, 경쟁력, 시
장기능의 활성화 및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결과는 경제구조 및 조직의 축소와 통합, 각종규
제의 완화, 자율안전보건 관리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윤추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안전관리 부문이 와해되고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되고 있
으며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미숙련공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커져 아
직도 입사기간 6개월 미만이 전체 재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지난 10년
간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역시 고용보험, 청년실업관련 정책 등과 비교할 때 우
선 순위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며 정부주도형 사회에서 민간주도형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보험 확대라는 호재성 물량증가에도 불구

하고 산업안전공단의 인력예산
․
확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추진에는 한계를 보여
이런한 정치경제적
상황변화에 효과적 대응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2005년 말부터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공장가동률의 증가와 근로시간 증가
등으로 재해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점차 중화학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중대사
고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벤처산업 및 생명공학 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신종 직업병
의 발생이나 과로, 스트레스, 뇌심혈관계 질환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직업안전보건의 세계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국내 다국적 기업의 급격한 증가
와 안전보건 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으며 WTO의 무역기술장벽
에 관한 협정, 유럽의 안전 인증 마크(CE Mark), 국제 방폭기기 상호 인증제도, 아시아 태

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의 아태지역의
․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및 유해화학물질
교역시 상대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PIC(Prior Informed Contest) 국제 협약 등 국제적
안전 보건 기술 기준의 통일화 및 준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중요시기라고 할 수 있으
나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투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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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안전보건의 현황

가. 산업재해의 실태분석

〔그림 ⅩⅨ-2〕연도별 재해율 및 재해자 수(산업재해현황), 노동부
(명 )

(%)

1 7 5 ,0 0 0

2 .5
재해율

1 5 0 ,0 0 0

재해자수

2

1 2 5 ,0 0 0
1 .5

1 0 0 ,0 0 0
`

7 5 ,0 0 0

1

5 0 ,0 0 0
0 .5

2 5 ,0 0 0
0

-

0
89

91

93

95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표 ⅩⅨ-2> 한국사회 산업재해 지수, 노동부
연도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근로자 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사망만인율

1994

4.69

2.93

11.82

7,273,132

85,948

84,480

3.68

1995

3.90

2.82

9.89

7,893,727

78,034

76,388

3.37

1996

3.49

2.19

8.77

8,156,894

71,548

70,188

3.27

1997

3.28

2.32

8.11

8,236,641

66,770

65,732

3.33

1998

2.79

2.24

6.79

7,582,479

51,514

50,561

2.92

1999

2.92

2.11

7.45

7,441,160

55,405

54,534

3.08

2000

2.89

1.88

7.27

9,485,557

68,976

67,930

2.67

2001

3.13

2.12

7.90

10,581,186

81,434

80,433

2.60

2002

3.19

2.13

7.70

10,571,279

81,911

80,755

2.46

2003

3.68

2.35

8.96

10,599,345

94,924

92,697

2.76

주) 도수율 = (재해자수/연 근로시간)×1,000,000;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1,000
천인율 = (재해자수/근로대상자수)×1,000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대상 근로자수)×10,000
출저)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노동백서』, 『산업재해분석』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감』
한국산업안전공단, 『주요국의 산업재해현황 및 통계제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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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들을 좀더 분석해 보면 90～96년 까지 전반적인 재해추세는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그림 ⅩⅨ-2〕, <표 ⅩⅨ-2>에서와 같이 1997. 4월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1998년 이후 계속하여 재해율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특조법의 규제완화 이후 실질적인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이 더욱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ⅩⅨ-3> ’02년 - ‘03년 업무상 질병 요양자 비교표, 노동부
직

업

병

작업관련성 질병

특정
화학물질 기타 소계
중독

유기
용제
중독

뇌심
․
혈관
질환

신체
부담
작업

요통 기타
660

소계

금속 및
진폐 난청 중금속
중독

944

529

219

6

45

26

119

3,246

1,296

1,167

2003 7,740 1,423

867

314

17

21

49

155

6,317

1,538

2,906 1,626 247

증 감 3,550

338

95

11

-24

23

36

3,071

242

구 분 총계

2002 4,190

479

1,739

966

123

124

<표 ⅩⅨ-4> ‘02년 - ’03년 업무상 사망자 비교표, 노동부
직

업

병
유기
용제
중독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뇌심
․
혈관질
환

신체
부담
작업

10

820

61.94

0

0

60

9

6

908

51%

0

0

88

3

-4

88

60

0

0

28

구 분 총계

금속 및
소계 진폐 난청 중금속
중 독

2002 1,227

407

386

0

2

3

6

2003 1,390

482

453

0

2

12

증감

75

67

0

0

9

163

특정화학
기타
물질중독

〔그림 ⅩⅨ-3〕무상질병 사망자 비교도
9 00

2 00 2
2 00 3

8 00

820
760

7 00

6 00

5 00

4 00

453
386

3 00

2 00

1 00
2

0
진 폐

2

금속
및
중 금 속
중
독

3

12

유기용제
중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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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특정화학
물
질
중
독

뇌· 심
혈관질환

요통 기타

‘03년 업무상 질병 요양자는 ‘02년 4,190명에 비해 84.7%나 증가하였으며 경견완 장해 등
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는 2,906명으로 전년에 비해 149%나 급증하였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사망재해 발생원인별로 살펴볼 때 뇌혈관심장질환
․
등이 ’02년, ‘03
년 2년 평균 60%를 점유하고 있어 개인질병이 악화되어 산재로 이환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직업성 질환은 업무상 과로와 관련이 있고 중대
재해라는 점에서 사업장 근로조건의 악화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국제환경의 변화(WTO 등장, 경쟁체제, IMF 위기)와 국내 여건의 변화(노령화,
고도산업화, 고실업) 등으로 시장기능에 기초한 안전보건 정책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시장실패로서 시장개입도 아니고 비시장개입도 아닌 불분명한 정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1997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내부에서 경
쟁과 이익 및 성장중심의 시장원리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부문이 와해되어 법적 대상업체 및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
다. 특히 안전보건을
대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적인 서비스가 사업장 내(In-Plant)에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없이 외부기관
(Out-Plant)에서 제공되는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유해위험 요인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세 제조업은 보다 개선된 안전보
건서비스의 1차 수혜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는 대다수가 대행방식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주나 근로자가 모두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측정 등의 산업보건
활동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8 한국노총, ’99 노동부 보고서)

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가. 공기관에 의한 통제방식의 사업추진에 한계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5인 미만 사업
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서비스산업까지도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비스를 강화시
켜야 하나 작은 정부의 지향, 정부주도형 사회에서 민간주도형 사회로의 전환, 행정조직
및 예산의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종래의 행정통재 강화 방식으로는 이와같은 변혁에 부응
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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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안전을 시행하기 어려운 기반구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제는 사망재해를 유발하더라도 양
벌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만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준
수비용보다 미준수비용이 더 적게드는 모순이 발생되어 사업장 안전불감증을 부추기는 상
황이므로 선진국 경제수준에 비례하는 과태료나 형량을 올리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자율안
전을 정착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간 통합연계성
․
미흡 및 조정능력 상실
미국영국
․
등의 선진국의 경우 안전보건
․
관련제도를 단일 법령으로 통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가스, 전기, 건설, 소방 안
․

전등 8개부처 25개 법령에 의해 중복 규제됨에 따라 조정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관련 법
률간의 상호 연계성도 매우 미흡하다.

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근로자 참여 부족

노동부는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대량실업과 고용
불안의 열악한 현실하에서 고용안정과 연봉협상 등에 대한 관심집중으로 인해 재해 예방
에 대한 의욕과 관심이 저하되어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흡하며 근로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 활동도 미진하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용도 그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
이다.

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할 경제적 메리트 상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예방활동들이 형식화되어 작업환경 측정도
근로자나 사업주가 단순히 법상의 최소 기준만 준수하려 하므로 발전적 기대를 하기 어려
운 구조이다. 이러한 측정 및 평가가 산재보험요율과 연계되어 성과규제(Performance
Standard)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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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적 메리트를 상실케 되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개념 희박

우리 나라는 사회정책과 산재보험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노동부는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문제로 단순히 처리하는 듯하나 실제로 산재보험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운영하고있으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는 민간부분에 의존하는 2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 성격이 불분
명하다. 선진국의 경우 특수건강진단과 같은 예방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는 민간부분의 재원
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국민보건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건복지체계와 통합되어 하나
의 종합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산재보험과의 통합 및 연계에 대한 발전적 연구가 필
요하다.

4. 주요 선진국 안전보건제도 분석

가. 미국 등 북미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미국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살펴보면 제 17조가 벌칙규정으로서 제1항에 법 5～6조에 따
라 공포된 기준,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
업주에게 각 위반 항목별 $7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캐나다
등의 북미의 각 주별 처벌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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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ⅩⅨ-5> 북미 각 주별 처벌규정

미국

캐나다
연방

Albera

행정처벌

형사처벌

- 심각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행
위 모두에 대해서 부과된다. 고의적이 아
닌 위반에 해해서는 7천달러, 고의적 혹은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7만달러까지 다양.
고의적 위반의 최소 벌금은 5천달러

- 기준위반이 고의적이고 근로자 사망 혹은
고소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1만달러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징역; 1천달러 이하
및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은 미리 조사통지를
한다.

없음

1. 안전보건감독관에 의한 지시위반: 2만 5천
달러 이하
2. 안전보건대표명 표시위반 혹은 감독관 지시
사항 표시위반: 5천달러 이하
3. 위험한 물질로 간주되는 조항 위반:
a. 1십만달러 이하 혹은 징역 6개월 이하
b. 기소되면 벌금은 1백만달러 이하와 2년
징역
4. 사망 혹은 상해를 발생하는 위반은 1십만달
러 초과 금지

없음

- 첫 번째 위반: ＄15만 이하 벌금과 위반이
계속될 경우 날마다 1만 달러 이하를 가산
하거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모두
- 두 번째 위반: ＄30만 이하 벌금과 위반이
계속될 경우 날마다 2만달러 이하를 가산하
거나 12개월 이하 징역 또는 모두
-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길 경우 30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 혹
은 모두
-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
를 제공한 사람은 500달러 이하의 벌금 혹
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혹은 모두

- 위원회는 위반의 형태와 부담능력에 따라
각 위반에 대한 위원회에 의해서 총계를
부과한다. 반복/다중 위반은 3만달러의 벌
금이 가능하며 한도는 없다.
- 3만 7천 490.84달러의 부가적 부담은 근로
British
자가 직업병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사업주
Columbia
에게 부과된다.
＊제14법안은 최고 50만달러의 벌금으로 이
러한 처벌을 대신하다.

- 323 -

- 안전보건규칙위반에대한 37,490달러의 벌금,
사고조사에서 감독관을 방새하거나 또는 감
독관에게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8,745.52달러 또는 3개월 징역
- 감독관의조사명령위반은 187,454.37달러 혹
은 6개월 징역(벌금이 규칙에 의해 조절 가
능)
＊제14법안의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은 최고
500달러 또는 6개월 지역과 위반이 계속될
경우 1백만달러 또는 12개월 징역의 형을
법원에서 부과하도록 확대하다.

행정처벌

형사처벌

없음

- 규칙위반 또는 작업금지와 개선금지와 개
선명령 거짓 진술과 근로자 차별과 같은
요구된 의무수행 위반: 초범＄150.000이하,
위반이 계속되면 날마다 부가금＄2만5천을
초과하지 않음 ;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3십만달러, 위반이 계속되면 부가금 5만달
러를 초과하지 않음.
- 부가적 벌칙:
1. 법에 의해 위반으로 유죄 선고된 사람,
이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 비일상적 위험작업을 근로자가 하도록
인정하여 유죄로 확정된 사람은 6개월
동안 감독자로 일할 수 없다.
- 다른 지방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2만5천달
러 이하의 벌금

없음

- 5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과
위반 1일 초과 당 5천달러

없음

- 25만달러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위반 계속시 1일당 2만5천달러. 위반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같은 비금전적 벌칙부과

Northwest
Territories
and Nuvavut

없음

- 개개인은 5만달러 또는 6개월 징역형 또는
모두.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하
는 자는 50만 달러 또는 1년 징역
- 개개인은 안전법과 같다. 사업주는 최대
5십만달러 벌금

Ontario

- 구성: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최대 500
달러 벌금
- 제조업 또는 공산업에는 벌금 없음

- 개개인의 최대 벌칙은 2만 5천달러 또는 1
년 징역
- 회사에 대한 최대 벌금은 5십만달러

Quebec

-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 500-1000
달러 벌금과 회사에 대해서는 5천-2만
달러 벌금

- 형법상의 벌칙은 부과되지 않음

- 정보제공 안됨

- 5만달러 이하 또는 1개월 징역 혹은 모두
부가적으로 계속 위반시 하루에 5천달러
부과

Manitoba

Newfoundla
nd

Nova Scotia

Prince
Eduward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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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형사처벌

없음

1. 감독관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문서
에 고의적인 허위기재 또는 계속 위반시
2천달러 이하 벌금
2. 감독관의 명령위반시 5천달러. 계속위반시
1일당 5천달러 벌금
3. 요구 또는 고지위반, 근로자 차별 또는 법
위반:
a. 첫번째 위반시 1만달러 또는 위반 계속
시 1일당 1턴달러; b-두번째 위반시 2만
달러 또는 위반계속시 하루당 2천달러
4. 위반이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을 일으키
면:
a. 첫번째 위반 5만달러, 1일당 5천달러.
b. 두번째 위반 10만달러, 1인당 1만달러
5.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 일으키는 위반에
대해 30만달러와 2년이상 징역

Saskatche
wan

출처: 한국노총, 산재발생 사업주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 pp52-54.

5. 21세기를 대비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 방안

가. 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적 대처필요

□ 경제 환경의 악화

․유가환율물가
․
․
등의 각종 경제지표 하강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등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강화
․기업 구조조정의 상시화

□ 매출보다는 수익중시 경영으로의 전환되어 안전보건경영 문화창출의 어려움 발생
- 기업평가에 있어서 질적인 평가 (자기자본 이익률, 주당순이익 등) 중시
- 불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분야는 아웃 소싱
-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만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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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탠다드화
- 다국적 기업의 진출 및 확산
- 국제표준(ISO) 및 인증제 (CE, UL 등)
- 미국식 경영시스템 (인당 매출액, 연봉제, 인센티브제, 스톡옵션) 확산

□ 기술발전과 정보화

․급속한 정보화 사회 도래로 근로자의 각종 정보획득력 강화

․H/W인 시설안전 보다는 S/W인 작업안전 중시 경향
․감성적이며 네트워크적 사고방식의 필요성 증대
□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평가

-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 (분진 및 조망권 등 소비자들의 환경감시 기능 강화)
- 재해 및 방재에 대한 관심 증대 (재해율 공표제, PQ , 산재보상 비용의 급증)
- 품질 및 사고에 대한 관심 증대 (PL법, ISO와 인증제)
- 수익 및 경영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 (현금흐름분석, ROE 분석)

나. 미래를 대비한 사업장 안전보건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산업구조개편과 서비스부문 확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행정 및 기술서비스 체계를
미국, 영국과 같이 직업안전보건체제로 전환하고 그 행정 및 기술서비스 제공기관도
통합하여 가칭 “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으로
확대개편

□ 산업안전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8개 부처 20여개 법률을 일원화하여 사업장 안전관
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함으로서 각종 중복규제를 합리화

□ 사업장 안전보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들을
위한 직업안전보건 서비스를 노동부 행정조직에 신설하여 방문 및 내방 등의 Reach
Out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회 취약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
축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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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공단의 국민홍보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서 각종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명분
축적,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방문간호 서비스 제도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
을 수 있을 것(기관, 대상인원)으로 기대.

□ 사업장 안전보건 행정지도는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서비스 분야는 안
전공단 등으로 업무를 위임하여 행정과 서비스를 완벽히 분리하고 대신 노동부 감독
관은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측면에서 사업장 방문감독을 폐지하고 휴업일 수 4일 이
상의 모든 재해를 전 수 조사하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도 방식을 도입한다면
철저한 산재의 원인분석과 행정능력 만으로도 명확히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식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기
준을 공시토록 유도(재해율, 중대재해 발생실적 , 작업환경측정 수치 등의 주요지표
개발)
⇒ 공시기업의 산재보험료 저감 및 지도감독 면제 등의 각종 Incentive제도 도입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에 따른 벌칙금 수준을 선진국 부과금액 대비 한국의 경제수
준에 비례하여 높이도록 하고 엄격하며 공정한 법의 집행을 도모

□ 119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공상자 처리 감시 및 적발체계 마련 (산재은폐 신고자 포
상제 도입)

□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역별 직업안전보건 지원센터(한국산
업안전공단 및 지도원 활용)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서 안전보건관리 대행 국고 지원
사업의 전반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안전공단 본부인원의 일부를 각 지도
원에 추가 배치토록 유도.

□ 사업장 서비스측면에서 벤쳐 기업 및 영세사업장을 위한 e-Safety & Health Service
System 구축 및 운영 (업종별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안전공단 Homepage에서 접속
하여 운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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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심장질환
․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 근골격계 질환 및 VDT 증후
군, 고령근로자 및 여성근로자 확대 등에 따른 계층별, 직종별 산업보건 전문 프로그
램의 개발 및 보급

□ 소규모 사업장 및 120억 미만 건축공사 현장이 전체 재해 발생의 50% 이상을 점유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부재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모기업 컨설팅제도 활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

□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사업장 위해성 평가에 흡수토록 하여 산재 보험요율 결정에 반
영토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 대행제 확대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적 저하(대행수수
료의 덤핑만연)
⇒ 대행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제3자에 의한 서비스 시스템 인증 등 민간 컨설팅
활성화 방안 강구

□ 근로자 건강진단이 건강감시 및 치료, 보상 더 나아가 일반보건의료체계와 연계되도
록 개선필요

□ 작업환경 측정대상을 물질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해요인 노출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상 대상물질에 대해 정기적 측정의무를 부여해야 함.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및 제조물 안전(PS) 체제 등 안전인증제의 확산 및 신
뢰증진 대책 수립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표준화 및 국제 인증제확대 등의 시대적 조류에 신속한
편승.

□ 고령화 사회 및 여성 근로자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작업장 안전보건 기준
의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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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경영상의 안전보건경영 효과분석, 비용손익 사례분석 등을 통한 경제성
및 효율성 증대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노동부 선정 안전보건경영 CEO 수상 제도신
설 등을 통한 홍보강화)

ⅡⅩ.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최기흥)

1. 서론

향후 10년 노동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산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청년실업 해소, 인
적자원 관리 및 정책, 근로자의 경쟁력제고,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 개혁, 퇴직연금제 보
완, 근로자의 고령화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 중 그 어느 하
나 노동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정부내 타 부처의 도움이
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
해서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의 주된 정책에 노동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
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과 같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크게 의
존하는 경우 산업정책과의 깊은 연관성 때문에 노동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고용정책과 연관된 노사관계, 노동환경의 변화와 연관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복지정책 등은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이슈들이다.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 분야가 특히 그
러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 이상이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 목숨을 잃는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의 90%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중도장애인이며 이 가운데 상
당수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직업병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산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
실, 다시 말하면 산재보상금 지급액만도 년간 2조4천8백억 수준이다. 여기에 회사측면에서
근로손실일수와 이미지 실추, 그리고 재해자의 측면에서는 영구장애에 따른 비용, 기타 여
러 가지 사회적 비용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자그마치 1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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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의 원인인 이러한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
한 산업안전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 산업재해 실태, 선진국 현황, 산업재
해와 연관된 각종 문제점들을 먼저 언급하고 바람직한 산업안전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
향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산업재해 현황

가. 산업재해의 유형과 실태

산업재해를 크게 보면 순간적인 이벤트성 사고에 의한 재해와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
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사고가 예이고
후자의 예로는 직업병이나 업무상 질병 등을 들 수 있다.
직업병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을 말하는데 광산 근로자의
진폐증, 소음이 심한 산업현장에서의 난청문제, 금속 또는 중금속에 오염되는 경우, 그리고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등을 말한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업무적 요인과 근로
자 개인의 질병과 같은 비업무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는데 과로, 스트레
스, 간질환, 뇌, 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그리고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대표적인 예이
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직업병은 요양기간이 모호하고, 직업병을 작업에 의한
것으로 연관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계자료 구성 및 활용측면에서 다소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나.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2003년도 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나타난 사업장 규모별로 본 재해율은 아래와 같다:
종업원수
(인)

5인
미만

5-10

10-30

30-50

50-100

재해율
(%)

1.58

1.29

1.14

0.89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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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300-500 500-1000
0.53

0.47

0.44

1000인
이상
0.54

다. 선진국의 산업재해율 (90년대 후반)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 재해율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므로 2000년대에도 90년대와 큰 차
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직업병은 요양기간이 모호하고, 직업병을 작업에
의한 것으로 연관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업병사망재해에 관한 정보는 BLS 조사에
보고하지 않고 사망자통계에서도 제외된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직업병은 하나의 총
괄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RIDDOR, 호구조사, 산업재해조사,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직업병 통계자료를 작성한다. 독일도 미국,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재
해자수에 직업병자수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재해자와 직업병자를 개념상 구분한다. 또한,
독일의 재해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1) 미국
부상 및 질병 재해자수
연도

인구 근로자수
(천명) (천명)

비휴업재해

사망재해

휴업 재해

계
(천명)

부상 및
질병
(천명)

부상
(천명)

부상 및
질병
(천명)

부상
(천명)

재해
(천명)

업무상질병 및
유소견자 (명)

'95

267,115

96,886

6,575

3,603

-

2,972

2,768

205

6,210

'96

269,444

98,776

6,239

3,406

3,154

2,833

2,646

186

6,112

'97

271,648

101,667

6,146

3,280

3,033

2,866

2,682

184

6,238

(2) 영국
총 재해자수

연도

인구
(천명)

계 (명)

사망재해 (명)

중대재해
(명)

4일이상 휴업
(명)

직업병 발생건수

'95/'96

57,144

164,288

344

30,968

132,976

5,810

'96/'97

58,200

195,236

654

65,014

129,568

5,535

'97/'98

58,249

192,560

665

58,003

133,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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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사고 재해자수
연도

인구 사업장수 근로자수
(천명)
(천)
(천명)

작업재해

업무상질병

통근재해

계 (명)

휴업4일
이상 (명)

사망
(명)

휴업4일
이상 (명)

사망
(명)

부상
(명)

사망
(명)

'95

81,594

2,823

37,622

2,082,714

1,813,982

1,596

268,732

942

24,298

2,489

'96

81,922

2,857

38,442

1,917,748

1,657,556

1,523

260,192

842

24,274

2,396

'97

82,190

2,948

38,074

1,838,942

1,598,972

1,403

239,970

885

23,432

2,185

(4) 일본

연도

인구
(만명)

근로자수
(만명)

'95

12,507

'96
'97

재해자수

업무상질병자 수

휴업4일 이상
(천명)

사상자
천인률

사망자수
(명)

휴업4일
이상 (천명)

질병자
천인률

5,263

167,316

3.5

2,414

9,230

0.2

12,535

5,322

162,862

3.4

2,363

9,250

0.2

12,564

5,391

156,726

3.5

2,078

8,557

0.2

라. 산업재해의 최근의 경향 및 문제점

최근 재해의 발생경향을 보면, 전도, 추락, 교통사고 등 재래형 재해에 비해 업무상 질병
의 증가세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 68.5% 증가하였다. 특히,
신체부담작업의 증가율은 무려 149%에 이른다.
사고와 같이 인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객관
적 자료도 활용되지만 개인의 주관적 호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인정을 놓고 다소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산재보상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상 질병과 같은 산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직무스트레스와 연
관된 질환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2002년과 대비해서 근로자수는 0.27%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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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 단지 0.43%증가했는데 재해자수는 8만천여명에서 9만5천명으로 무려 15.89% 증가
하였다. 사망자수는 26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12% 증가했고 이는 하루평균 8명꼴이다.
산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만도 2조4천8백억이었다. 여기에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자그마치 1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전년대
비 22.8%나 증가한 수치로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도 파업에 의한 손실액이 2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3. 산업재해와 연관된 문제들

가.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양극화 문제

1년전 태국인 여성 근로자 5명이 세척제로 사용되는 독성물질인 노말핵산에 장기 노출
된 후 다발성 신경장애에 의한 집단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크게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업주가 화재예방을 이유로 개방형이던 검사실을 패쇄형으로 개조한 이후 근로자들이
신경마비증세를 보여 온 것이다. 이 사례는 산업재해의 관점에서 봐도 단순사고에 의한 재
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소위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산업안전이나 보건의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대기업과 아직
도 후진형태를 보이는 중소기업간의 일종의 양극화의 문제점이 나타난 사건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이 사건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의 권리주장 이전에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산업현장에
서 땀 흘리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스템은 한마디로 0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세사업장에서는 안전이라는 것을 사치로
까지 여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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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재의 원인 및 책임

산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은 기
본적으로 경영자의 책임이고,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불안전 행동은 근로자
의 안전의식 및 행동양태로부터 비롯되며, 정부의 안전관련 법규 및 제도도 상당부분 영향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경제위기후 규제가 일부 완화됨 틈을 타 산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규제는 풀면 일
시적이건 영구적이건 분명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산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일종의 비가역적 (Irreversible)이라 할 수 있는
데 문제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되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다. 즉, 제도나 정책의 효율성이 문제다.

다.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제도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
건법은 일본의 노동성의 노동위생법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
진국의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율안전체계의 구축내지 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많은 반면 문제발생시 책임추궁이 명확한 특징
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안전을 장려하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기본적으로 세세한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인다. 문제는 제한된 법률이나 규정만으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우
에 적용하기란 무리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는 곧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며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산업안전관리자의 법정인원은 종업원이 2-3만명되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의 경우에도 단 10명 미만이다. 이 인원으로 큰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모두 짊
어지게 한다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에서는 물론 관리자에 대한 체형도 일부 있지만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징벌 (벌금)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불
이익이 더 큰 징벌효과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리자의 체형에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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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져 있다.

4.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우리나라에서는 직간접
․
손실비용의 추정치를 기초로 하면 노동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에 두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즉, 노동부 내에서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는 그리 높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각종 노동부 정책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장
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많다. 그렇다면 사전에 장애를 예방하는 일에 주력
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천적 중도장애인을 만드는 주요 원인인 산업재
해를 감소시키고 직간접 손실액 추정치를 기초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산업안전 관련 정
책 및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가. 정부부처간 중복규제의 문제

정부 부처간 중복규제에 따른 폐해로부터 파생되는 산업재해는 부지기수로 많다. 우리나
라에서 산재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부부처만도 산업안전은 노동부, 가스, 전기안전은
산자부, 재난은 행자부, 화재는 소방방재청, 학교 및 실험실 안전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부처 간의 중복규제는 기업에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
우 산업보건국 (OSHA)가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물론, 각 부처간 독립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
도 문제는 중복규제이고 또 부처간 연관성이 없는 영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부가 특정기업에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해도 타 부
처의 이 기업에 대한 감사부담이 경감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별 메리트를 느끼
지 못한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1) 감독기능의 통합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산업보건국 (OSHA)가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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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각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법에서 안전·보건·복지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하나의 법에 통합하고 이를 환경교통지역개발부장관
․
․
산하의 단일화

된 감독기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통합된 주요 법은 채광법(Mines and Quarries
Act 1954),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1961), 사무실상점
․
및 철도구내 안전보건법
(Offices, Shops and Rail way Premises Act, 1963), 핵시설물법(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근로자 건강진단법(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Act, 1972) 등이다.

(2) 집행기구의 일원화

또한 영국에서 산업안전 관련 통합법의 시행은 보건안전위원회와 보건안전청에서 담당
하는데 이 위원회는 전국노동조합(TUC)과 사용자단체(CBI), 그리고 지방행정기관(LA)으
로부터 파견된 6∼9인의 대표와 일반인을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환경교
․
․
통지역개발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은 집행 전담기관인 보건안전청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 실행한다.

【제도개선】
따라서, 위 두가지 예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산재예방과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
한 감독기능의 통합과 집행기구의 일원화가 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배려
와 함께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필요할 경우, 영국과 유사한 개념하에 국내의 모든 안
전보건 문제를 전담하는 “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이 기구를 통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련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 때,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과 인적원인에 의한 재해를 구분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기 설립된 소방방재청
이, 기타 산업안전과 교통안전, 그리고 환경안전의 일부 등은 신설되는 “(가칭)안전보건청”
이 통합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산재예방 정책의 효과 제고 방안

지난 99년, 정부가 의욕적으로 ‘제 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0～04)’을 발표하고 시
행에 들어갔지만 재해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패라는 지적도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얼핏 보면 정부의 규제완화가 원인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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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실제로 그런 원인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 일단,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
하고 있으며 자율안전의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완화, 폐지됨에 따라(‘95. 12. 29)
사업장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OSH-MS(안전보건경영체제)의 지침을 마련하고 도입을 권고하
여 안전보건을 경영차원에서 관리하고

노사가
․
합동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장려하는 등이 그 예이다.

(1) 정책의 효율성 및 효용성

(가) 정부의 규제완화가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규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다. 즉, 규제 그 자체보다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산업현장에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조건 규제강화만이 바람직한 방향
은 아니고 이제는 규제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우리보다 안전문화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업주의 안전과 관련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단, 자율적인 관리아
래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나) 규제강화가 산재예방에 효과적인가?
이것 역시 그렇지 않다.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자율안전의 정착이 가장 필요하
다. 자율안전이라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로 들면, 사고 난다
고 제한속도를 3-40km로 하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교통경찰
을 몇 백m 간격으로 전국에 수천, 수만명을 배치해 단속할 것인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규정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커브길에
서는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아예 길을 직선화하여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역할을 선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종의 지표역할을 하는 셈이다. 운전은 경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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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도 위반하는 차량은 단속하여 체형이
나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산재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합리적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안전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
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어차피 제한된 법률이나 규정만으로 수많
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란 무리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는 곧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제도 개선】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규제완화는 산업현장에서의 자율안전 정착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자율안전의 확
고한 정착없이 시행되는 규제완화는 재해 증가를 가져온다. 문제는 자율안전을 전제로 규
제를 완화했는데 자율안전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데 있다. 즉, 단순 규제완화나 강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책이나 제도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안전관리제도의 개념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노
사자율에 의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서 이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 특히 영국과 같이 자율안전을
장려하되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의 개
편이 필요하다. 사업주에게 포괄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험성평가에 근거한 자율적 안전조치 실행 등), 노사간의 협의에 의한 근로자의 건
강권 확보차원에서 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나. 자율안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배려
또한, 기존의 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등 자율개념의 안전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각종 보고의무에 대한 위반 및
산재사고발생시 음성적 처리 등에 대한 처벌 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자율안전관리제도의 실시는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사전에 마련된 후 실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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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하여
유럽형 위험성 평가제도 (특히, 영국의 제도)의 도입취지는 사업주가 법을 철저히 준수
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이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 이제도의 실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직감독관의 숫자가 100여명 밖에 없어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도의 실행에 앞서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통합안전관리자제도 및 안전컨설팅제도를 실시할 경우 현재까지 양성된 산업안전
지도사는 169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들 대부분이 학계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자율안전관리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으나 그중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은 기관보다 최종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대행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부도움을 배제하고 자
율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컨설팅을 소화할 여력이
당장은 부족하며 현재 위험성평가의 Tool도 없는 상태이다. 중소기업은 컨설팅관련 인력
도 장비도 없고 위험성평가 Tool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중소기업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
렵다. 따라서, 대기업부터 시행하여 결과를 보고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제도의 실효
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의 추가 비용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 정책심의기능 강화
또한,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해 현재 노동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
및 자문,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동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부처간 정책협의 및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 선임을 위한 분야는 기술, 경제, 산업 각 분야별 안전보건 전문가들로 구
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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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하여

노동부는 최근 통합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 현재 안전 및 보건
관리자가 STAFF 기능을 하는 반면에 통합안전관리자는 Line 조직 중에서 안전보건관리
자를 선임해서 외부의 컨설팅 기관의 카운터 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통합안전보건관리자가 비전문가로 선임 될 수 있고, 컨설팅은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평가 및 자문을 하게 됨으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공백을 초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중 1인을 지정해서 보건안전관리업무를 수행케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과 보건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
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보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산업안전관리는 순수
하게 공학적 전문지식의 토대위해 수행되며 산업보건 및 위생은 또 다른 학문적 기반위에
그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업무는 분야의 특성상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해
율이 높은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기대 효과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4.5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참조.

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사업주의 책임과 조건 구체화

최근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노
사간의 자율권은 대폭 확대하되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바람직한 정책적 판단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과 명확한 책임체제
에 관한 선진국의 예이다.

(1) 사업주의 책임

미국에서의 OSHAct 제5조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
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반 의무규정(general duty clause)"이
라고 한다. 이러한 일반 의무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공포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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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보건기준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에 따
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지된
유해요인(recognized hazard)이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나 작업장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법에 따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지되는 유해요인에 대해서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즉,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사업주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복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
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일반방문객, 학교에서는 학생, 병원의 환자, 상점고객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장 안전과 작업의 시스템적 안전성 확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지도, 교육 및 훈련과 지도·감독
작업장내의 안전확보
복지시설을 갖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안전보건규칙 작성·비치(5인 이상 작업장)
근로자대표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협의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작업시 위험에 근로자 및 일반인의 노출 방지
대기중에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의 의무가 있다. 또한 이 법 또는 이 법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책임체제의 명확화

일본에서는 사고시 책임이 하부로 전가되기 쉽기 때문에 재해방지 책임은 “사업자”라는
표현으로 명확히 되어 있다. 또한 총괄안전위생 관리자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위생 관리체
제를 정비, 하청 등 복잡한 고용관계에는 원청업자에 의한 총괄 안전위생 책임자의 선임
등 책임 소재가 명확히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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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재해 특성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단위 인구당 재해율이 높고
추락, 전도 등 재래형 재해에 의한 재해가 많으며
직업병에 의한 재해의 비중이 다소 낮고
앞의 자료에서 영세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산재분야에
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책방향】
선진국형 재해유형 (직업병 관련 재해자가 안전사고 관련 재해자보다 많은 형태)으로 바
뀌어가기 위해서는 재래형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즉, 최근 직업병에 의
한 관심이 제고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재래형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직업병에 의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고에 의한 재해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좀 더 근원적이며 포괄적인 정책 및 제도가 요구된다.

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노동부의 ‘제 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에서는 영세사업장 등 안전보건의 취
약부분을 중점 관리하되 안전격차를 해소하고 자율안전의 정착을 도모하는 쪽으로 목표가
잡혀있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집행에 의한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도 불
구하고 사업주의 무관심에 의해 재해율이 감소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중
소기업은 자율관리를 수용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
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클린 사업장 제도는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
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일부 자금지원하고 사업주는 이를
활용하여 안전시설을 갖추면 클린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제도. 산재예방을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제도라고 보면 된다. 현재 7-8000개 사업장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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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문제는 영세사업장끼리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영세사업자이 혜
택을 보지 못한다는데 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고 판단된다. 일종의 투자에 대한 효과검증 피드백 시스템이 없거나 기능을 못하므로 제도
의 취지 및 목적을 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제라도 효과검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
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기업이 느끼는 혜택 및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피드백
을 통한 정책의 최적화 및 기업부담 완화등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컨설팅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없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여건이 안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 효과
적이냐는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합안전보건관리자와 관련하여 노동부(안)은
300인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중에서 1명을 양성시켜 모
든 대외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는 것이다. 문제는 관리자 한 사람이 안전과 보건 모
두 전문가일 수 없어 한쪽은 포기하게 되는 데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그 취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느냐, 합리적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안대로라면 사업장
규모별로 양극화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업의 부담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 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로 발생하므로 필요시 관리가 아니라 “상시 안전보건관리 지원체계”를 노동부 주도로 확
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권역별로 산업안전공학과 설치 대학을 중심으로 기존의 안전전문기관등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협력 산업안전 진단연구센터”를 8개 권역에 설
치하고 해당 지역의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 기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공공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재원은 기존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사업인
Clean 사업 중 일부를 할당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기술은 공공영역에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미약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투자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및 재해예방기술개발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 “(가칭) 안전보건기술연구조성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
다.
현재, 노동부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피해를 받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
도록 산재피해근로자를 도와 보험급여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피해 구조도우미 제
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산재근로자 도우미는 산재 경험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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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면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산재근로자 구조도우미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필요성은 적
절하다고 판단되나, 제도 도입 및 실행에 따른 조직 구성 안 및 재원 조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시범 운영기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

바. 기업들의 산재예방, 작업환경 개선 노력 진작 정책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안전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기
업으로 거듭났다고 생각된다. 특히 직업성 질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근로자들도 적
극적으로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자가 안전관리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확보 내지는 이윤극대화
의 중요한 요소라는 긍정적인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과거에는 안전관리의 효과를 주로 직
간접 손실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연구해왔다. 이게 고전적인 이론인데 이것으
로는 기업의 경영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면, 년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원가중 산재보험료가 0.1%라 하자 년 보험료가 10억인데 이중 50%를 절약한다면 5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경영자가 관심을 갖겠는가? 결국 비용의 감소보다는 안전,
보건관리를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로 바꾸어 생각해야 답이 나온다.

【정책방향】

가. 안전경영의지 진작정책
경영자는 안전경영이 생산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결
코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이윤극대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가 안전경영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
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동기부여와 적절한 보상이 제일 중요하고 선진국에서 이
미 그 효과가 입증된 연구결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조그만 인센티브로도 큰 산재예방효
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상질병의 발생을 예방하
여 얻는 품질개선이나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안
전경영의지가 생긴다. 학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경영자에게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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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손실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안전한 사업장에 대한 보험
료 차등적용, 안전감사 면제 등의 혜택부여를 고려하고 경제적 이득을 계량화하고 연구하
는 과제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사업장 현장노동안전대표제 도입에 관하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시스템(안전관리대행, 보
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 으로 사업장내부의 관심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
흡하고 현장에서의 노사참여도 저조하며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제19조) 설치
및 활동도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작업장의 단위공정 마다 노동안전대표의 선출, 위원회
운영, 안전보건문제 발굴 및 개선대책수립 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율관리 조직에 의한 현장
노동안전대표제의 도입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바랍직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존폐여부 및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사.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정책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불안전 행동에 의한 사
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안전의식 수준은 낮은 편이
다. 교통안전이나 지하철화재와 같은 재난사고시 여실히 드러난다. 이게 어려운 점이고 안
전의식 제고에 장시간을 요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업무상 질병을 호소하는 예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 사고 다발업종 예를 들면, 건설업종 중 플랜트 공사현
장이나 제조업 중 조선업종 등에서는 아직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업종은 제
조업의 가장 취약한 면과 건설업종의 특성을 합한 성격의 현장인데 분석해보면, 노동집약
도가 높고 공정의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려워 자동화 도입이 불가능한 업종일수록 아직도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및 행동양태로부터 산업재해가 기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정책과 더불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
침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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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사업장이라고 하는 정해진 영역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산업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이
나 관리는 효율성이나 효과가 높다고 봐야한다. 우리가 24시간 사업장 내에서만 생활한다
면 안전의식을 단시간내에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의 행
동은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가정, 사회활동의 연장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전의식의 수준
은 곧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식과도 맞물려 있다.
크게 봐서 안전영역을 조금 작게 보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재해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산업환경은 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와 근로자도 불
안전 행동의 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
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 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오랜시간에 걸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의 특성상 정부의 제도나 법률, 규정만으로
는 완벽한 재해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좁게는 산재예방, 넓게는 안전문화 정
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특정국가의 국민의 행동
양식과 결합된 문화이기 때문.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단기 목표에 치우치지 말고 길게 보고
안전문화 교육 등에 힘쓰는 등 국민계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 안전관련 연구의 활성화

현재, 선진 각국의 안전, 보건 관련 공기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학회, 조합 및 협회
제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국립산언안전보건연구원(NIOSH), 연방재난관리청(FEMA)
영국: 보건안전청(HSE), 보건안전위원회(HSC), 보건안전연구원(HSL),
독일: 연방노동사회성(BMA), 주 노동사회성 , 산업안전연구원(BIA), 연방산업안전보건연
구원(BAuA)
일본: 노동성 산업안전연구소(NIIS) , 노동성 산업의학총합연구소(NIIH)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 각국은 국가에서 안전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련 다양한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애로 기술의 개발에도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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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공적 연구기관은 현재 산업안전공단 산하의 산업안전
보건 연구원이 유일하며 그나마 최근 연구원내 유일한 안전관련 연구조직인 “안전공학 연
구실”이 위생관련 연구조직과 통합되어 “위생-안전연구센터”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열악한 안전관련 연구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의 안전연구에 대한 무관심은
곧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율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산업재해의 후진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국가가 출연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가칭) 산업안전연구원” 또는 “(가칭) 안
전연구원”의 설립을 통하여 침체되고 낙후된 우리나라 안전공학 연구를 시급히 활성화하
고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 자유무역협정 (FTA)을 대비한 제품안전관련 제도의 정비

독일에서 고전적 산업안전의 목표는 사업장에 국한하였으므로 사업장내의 기계·기구·설
비 및 재료에 관한 산업안전대책을 추진하였음에 반해 현대적인 산업안전은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단계에까지 확대되어 제작자, 수입자 및 취급자도 산업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기구안전법(GSG)은 기계·기구의 사용·관리
뿐만 아니라 제작 및 수입자가 안전기술 측면에서 위험이 없는 기계·기구를 유통하게 하
며, 화학물질법과 유해위험작업 물질법은 건강상 유해물질에 대하여 유통시 특별한 조건하
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제작 및 유통범위로까지 산업안전의 개념과 범위
를 확대하여 전 분야에 걸쳐 산업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산업은 모든 생
산 및 유통에 있어서도 연관되어 설계, 제작, 제조, 수입, 전시, 유통, 운용 및 이용을 연결
또는 결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독일에서는 고전적 및 현대적 산업안전의 양면적인 규정
체계를 산업의 기틀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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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위에서 언급한 예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공히 적용되는 현실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제작, 제조, 수입, 전시, 유통, 운용 및 이용범위로까지 산업
안전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전 분야에 걸쳐 산업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20년전 (1985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경감을 통한
역내 제품의 자유이동 및 판매 (Free Movement and Marketing of a Product Across the
Borders)를 목적으로 EU Directive가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CE제도가 오늘날 대
세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과 같이 국가간 제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개념을
전제로 이미 수 십년 전에 확립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 검정, 검사, 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관련 제품에 의한 재해율 감소 등 산업안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검정, 검사, 인증관련 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앞으로 국
제 자유무역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 검정, 인
증제도에서 탈피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며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좀 더 시장 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인증제도”를 정
착시켜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10년간 노동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의 현 상황을 먼저 논
의하고 이의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사업장
에서 좀 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정책 및 제도가 개선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엄격한 포괄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또한, 정
부는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및 기업이 느끼는 부담경감을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하되 관리, 감독기능은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10년내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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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ⅩⅠ. 건설 근로자의 향후 전망과 과제(안홍섭)

1. 머리말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대표적 3D 업종의 하나
로 꼽히고 있다. 다른 3D 업종은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국가산업에
서의 비중은 IMF 금융위기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향후에도 공
사의 유형만 신규 건설시장에 비해 유지관리 시장이 커질 뿐 건설산업의 규모는 결코 줄
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에 소요되는 건설 근로자수도 현재 수준이상이 유지되
어야 하나, 공사현장은 기능인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족한 수효는 외국인 근로자
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현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현장 근로자수의 과
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수급전망을 토대로 건설근로자의
현주소와 향후 10여년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2. 건설근로자의 수급전망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양하나, 가장 큰 영향요소는 수
급문제일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건설기능 인
력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건설기능인
력 수급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수급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전체 노
동시장구조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건설업의 근로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수급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존 통계를 중심
으로 건설 근로자의 수급에 따른 변화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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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경기 변동과 기능인력 수급변화

건설근로자의 수요는 건설 산업 활동에 따라 유발되는 수요이기 때문에 건설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표 ⅡⅩⅠ-1>은 최근 10여년의 건설종사자수와 급여액의 변화를 정리
한 것으로서, 건설경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ⅡⅩⅠ-1> 건설 근로자 종사자수 및 급여
(단위: 명)
년도

종사자수

1인당년급여
(천원)

1인당일당
(천원)

급여액
(백만원)

2004

1,305,748

17,912

59,32

28,426,916

2003

1,193,471

17,762

58,89

24,922,413

2002

1,071,713

17,633

58,46

18,897,753

2001

1,023,256

17,493

58.31

17,900,239

2000

968,946

17,461

58.20

16,918,717

1999

995,840

16,942

56.47

16,871,508

1998

1,148,551

15,683

52.28

18,012,174

1997

1,284,479

17,318

57.73

22,244,599

1996

1,261,133

15,651

52.17

19,738,409

1995

1,229,992

14,765

49.22

18,160,744

1994

1,172,771

13,409

44.70

15,726,018

건설근로자수와 임금 변화 및 건설투자실적 추이간의 관계를 토대로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기능 인력수급과의 관계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그림 ⅡⅩⅠ-1]과 같이 건설경기가 호

황국면으로 접어들면, 건설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하면 건설
노임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나 인력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건설기능 인력의 노임은 하
락하여, 인력의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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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ⅩⅠ-1〕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기능인력 수급간의 관계
25.00%

종사자수

20.00%

건설투자액
10억원당 소요인력

15.00%

일당

10.00%
5.00%
0.00%
-5.00%
-10.00%
-15.00%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1~02 03~04

종사자수

18.43% 9.17%

3.60%

4.88% 2.53%

1.85% -10.58 -13.30 -2.70% 5.61%

건설투자액

-0.93% 9.71%

3.74%

7.96% 6.14%

2.34% -10.07 -10.26 -4.05% 5.28%

10억원당 소요인력 19.54% -0.50% -0.14% -2.85% -3.40% -0.47% -0.57% -3.39% 1.41%
5.53% 0.92% 13.77% 10.11% 5.99% 10.66% -9.44% 8.01% 3.06%
일당

0.31%
0.19%

건설근로자의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취업자 중 숙련공과 비숙련공
비중은 1998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표 ⅡⅩⅠ-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비중이 7:3정도의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1997년과 1998년에는 숙련공 비중이 비숙련공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비중이
6.8:3.2, 6.4:3.6 수준으로 변화하였으며, 1998년 이후인 1999년부터 취업자 중 숙련공과 비
숙련공의 비중이 8:2 수준으로 변화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숙련공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숙련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숙련공으로 훈련양성되고
․
있는
비숙련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건설기능
인력 공급체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노임 상승보다 더 근본적인
건설기능인력 시장의 문제로 복지제도의 강화와 같이 기능 인력의 건설시장 유입을 유인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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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ⅩⅠ-2> 건설근로자의 숙련공 및 비숙련공 비중 추이
(단위: 명)
숙련공

비숙련공

숙련도별
년도

건설기능인력
취업자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1997년

1,284,479

879,797

68.5

404,682

31.5

1998년

1,148,551

735,514

64.0

413,037

36.0

1999년

995,840

792,008

79.5

203,832

20.5

2000년

968,946

771,931

79.7

197,015

20.3

2001년

1,023,256

815,075

79.7

208,181

20.3

2002년

1,071,713

845,842

79.6

220,089

20.4

2003년

1,193,471

942,582

79.5

244,659

20.5

2004년

1,305,748

1,244,245

79.5

266.847

20.5

건설근로자의 취업형태는 인력의 공급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건설근로자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비정규직 예컨대 일용직 및 임시직의 비율이 높으면 고용상태
가 불안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 최근에 건설일용노조 등
이 기능인력의 권위 향상과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노조는 그 구성율이
나 활동정도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ⅡⅩⅠ-3> 건설기능인력 고용실태
(단위 %)
상용

일용

임시

하도급업체

30

50

20

원도급업체

20

60

20

건설근로자는 양성에 있어서도 특수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 등에서는 산업훈련과

정이 제도권의 교육훈련기관
․
등을 통해서 기능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경
우 대부분이 작업반장 등에 의해서 도제방식으로 건설공사 공종별로 소요 인력이 양성되

고 있다. 도제방식은 건설산업에 유입되는 인력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전통적인 형태로
싼 임금으로 보조원을 확보하고 해당 직종의 인력풀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
는 용이하게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고용의 불안정의 근원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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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제도권에서 작업반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고와 같은
제도권 교육기관을 통한 양성은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양성된다고 하여도 건설기
능인력 시장여건이나 환경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능집약도가 높은 특정한 직종, 예컨대 용
접공, 설비공 등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건설근로자는 직종이 다양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반장, 숙련공, 조
공으로 구분된다. 건설근로자는 숙련공과 조공에 따라서 건설현장에 참여시키는 방법, 즉
건설기능 인력공급체계가 달라진다. 건설근로자의 유입 경로는 크게 양성기관, 건설업체
자체양성, 외부 유입의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양성기관으로는 공업고등학교의 건축토목
․

관련 학과와 직업전문학교 등 건설기능인력양성원이 있으며, 자체양성은 건설업체자체의
직업훈련소에서 이루어진다.
숙련공은 정규 교육기관인 공업고등학교나 정규 훈련기관인 공인직업전문학교에서 소정

기간의 현장작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
받고 배출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장이나 숙련공으
로부터 도제관계를 맺고 교육 또는 훈련과정을 거쳐서 양성되거나 건설업체 자체 양성기
관을 통해서 양성되고 있다. 조공은 숙련공과 달리 특정한 현장작업에 대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사정에 따라서 임시로 고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
에 공급체계가 다르다.

외부유입은 타노동시장에서의 유입과 산업훈련, 고용허가 등을 통한 해외에서 유입이 있
으며, 최근 들어 해외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예측모형을 이용하
여 예측된 중장기 건설투자전망 결과와 단위 건설투자 당 건설기능 인력수요를 당해 연도
의 용도별 건설투자에 적용하여 총수요를 전망한 결과는 <표 ⅡⅩⅠ-4>와 같은데,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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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ⅩⅠ-4> 총 건설근로자 수요전망
(단위: 천명)
주거

비 주거

토목

총수요

2004년

424

248

779

1,451

2005년

382

252

814

1,448

2006년

423

281

851

1,555

2007년

440

294

837

1,571

2008년

471

317

848

1,637

2009년

484

328

824

1,636

2010년

506

345

814

1,666

소요 인력을 다시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구분해보면, <표 ⅡⅩⅠ-5>와 같이 2005년에 숙
련공이 92만3천명이 소요되며, 2010년에는 이보다 약19만 명 증가한 111만 1천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ⅡⅩⅠ-5> 숙련공 및 비숙련공 수요
(단위: 천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숙련

845

881

912

923

976

996

1,053

1,080

1,111

비숙련

556

558

539

525

579

575

583

556

555

총계

1,401

1,439

1,451

1,448

1,555

1,571

1,637

1,636

1,666

소요 인력은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기도의
비중이 가장 높아지며,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서울의 소요 인력 비중은 현재와 비슷하며, 경기도 등 수도권의 건설기능인력 수
요는 다소 감소하고, 충남, 대전, 경북, 대구 등의 건설기능인력 수요 비중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직종별로는 12개 주요 직종이 75～8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8개 직종이 85%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타 직종의 비중을 15%로 가정하영 추정한 결과는 <표
ⅡⅩⅠ-6>과 같다.

12개 주요직종 이외의 직종 중 석공보링공궤도
․
․
공포설공은
․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포장공의 경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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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ⅩⅠ-6> 직종별 건설근로자 수요전망
(단위: 천명, %)

일반공
형틀목공
미장공
조적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비계공
타일 공
도장공
석공
용접공
보링공
궤도공
포설공
포장공
기타
합계

2004년
439
30.3
164
11.3
74
5.1
65
4.5
68
4.7
65
4.5
55
3.8
27
1.9
31
2.1
18
1.2
17
1.2
20
1.4
38
2.6
44
3.0
21
1.5
10
0.7
32
2.2
44
3.1
218
15.0
1,451
100.0

2005년
409
28.2
169
11.7
80
5.5
71
4.9
68
4.7
60
4.2
58
4.0
29
2.0
32
2.2
18
1.2
18
1.3
21
1.4
43
3.0
46
3.2
21
1.5
10
0.7
30
2.1
48
3.3
217
15.0
1,448
100.0

2006년
441
28.4
181
11.6
86
5.5
77
4.9
73
4.7
65
4.2
62
4.0
30
2.0
34
2.2
18
1.2
20
1.3
23
1.5
47
3.0
49
3.2
22
1.4
10
0.6
32
2.1
51
3.3
233
15.0
1,5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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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66
29.7
179
11.4
84
5.4
76
4.8
73
4.6
64
4.1
61
3.9
31
1.9
34
2.1
19
1.2
20
1.3
22
1.4
41
2.6
49
3.1
23
1.5
10
0.7
32
2.0
51
3.2
236
15.0
1,571
100.0

2008년
462
28.2
191
11.7
90
5.5
81
4.9
77
4.7
68
4.2
65
4.0
32
2.0
36
2.2
20
1.2
21
1.3
24
1.4
48
3.0
52
3.2
24
1.5
11
0.7
34
2.1
54
3.3
245
15.0
1,637
100.0

2009년
485
29.7
187
11.4
88
5.4
79
4.8
76
4.6
67
4.1
64
3.9
32
1.9
35
2.1
20
1.2
21
1.3
23
1.4
43
2.6
51
3.1
24
1.5
11
0.7
33
2.0
53
3.2
245
15.0
1,636
100.0

2010년
504
30.3
188
11.3
85
5.1
75
4.5
78
4.7
74
4.5
63
3.8
31
1.9
35
2.1
20
1.2
20
1.2
23
1.4
43
2.6
51
3.0
25
1.5
11
0.7
37
2.2
51
3.1
250
15.0
1,666
100.0

다. 건설근로자의 수급 전망

건설근로자 풀의 직종별 전망치는 <표 ⅡⅩⅠ-7>과 같이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
의 소요인력과 비교하여 향후의 직종별 과부족 인원을 추정한 것이 <표 ⅡⅩⅠ-8>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공, 석공, 포설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으
로 전망되어, 전체적인 수급의 조절과 함께 직종별 종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ⅩⅠ-7> 건설기능인력 풀 전망치
(단위: 천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공

484

496

508

520

532

545

558

형틀목공

137

133

136

139

143

146

150

미장공

55

54

55

56

58

59

60

조적공

50

48

49

50

52

53

54

철근공

60

58

60

61

63

64

66

콘크리트공

62

60

62

63

65

66

68

배관공

45

43

44

45

47

48

49

건축목공

22

21

22

23

23

24

24

방수공

27

26

26

27

28

28

29

비계공

16

15

16

16

16

17

17

타일공

13

12

13

13

13

14

14

도장공

17

17

17

18

18

18

19

석공

54

53

55

56

57

59

60

용접공

36

34

35

36

37

38

39

보링공

19

18

19

19

20

20

21

궤도공

10

10

10

10

11

11

11

포설공

35

36

37

38

38

39

40

포장공

37

38

39

40

41

42

43

기타

208

207

212

217

222

228

233

합계

1,387

1,381

1,414

1,448

1,483

1,5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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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ⅩⅠ-8> 건설근로자 부족인원 추정치
(단위: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공

-30

-45

-87

-67

-54

-70

-60

-54

형틀목공

19

27

36

45

40

48

41

39

미장공

14

19

26

31

28

33

29

24

조적공

11

16

23

27

26

29

26

21

철근공

5

8

10

13

12

14

12

12

콘크리트공

0

2

0

3

1

4

1

6

배관공

8

11

15

17

16

19

16

15

건축목공

4

5

7

8

8

9

8

7

방수공

3

4

6

8

7

8

7

6

비계공

2

2

2

3

3

3

3

3

타일공

3

4

6

8

7

8

7

6

도장공

2

4

4

6

5

6

5

5

석공

-14

-16

-11

-8

-15

-9

-16

-17

용접공

6

9

12

14

13

15

13

12

보링공

2

2

3

3

3

4

3

4

궤도공

0

0

0

0

0

0

0

0

포설공

-2

-3

-6

-4

-5

-4

-6

-3

포장공

6

7

10

13

11

13

11

8

기타

7

10

10

21

18

23

18

17

전체

46

64

67

141

123

154

117

111

라. 기존의 건설기능인력 수급안정화 방안

건설투자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으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
의 유발 수요인 건설근로자의 수요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근로자
수급의 안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인적네트워크에 의한 전통적인
건설기능 인력양상체계인 도제제도가 점차 취약해짐에 따라 현장작업 중심의 직종의 경우
현장 중심의 직종이라는 특성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들로 인하영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직일용직이기
․
때문에 건설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거나 비

수기에는 실업상태가 되는 등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공급체계 또한 매

․
우 취약한 바, 국가차원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제도
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으며, 개별 업계차원에서도 건설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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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특히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직종의 인력절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직종에 따라서 역할과 교육훈련
․
육성 그리고 채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과부족을 해소하는 방안도 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공급에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는 건설기능 직종의 특성,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직종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즉, 현장작업 중심의 숙련도가 요구되고 수요량의 변동이
심한 직종인 비계공, 미장공, 건축목공, 석공 등은 도제제도를 활용하고 부족현상이 심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도 요구된다.
이에 비해서 건설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숙련공으로의 양성이 비교적 용
이한 직종인 형틀목공, 방수공, 도장공, 용접공 등은 교육훈련제도를
확충하여 양성함으
․

로써 해소 할 수 있다. 이들 직종 중 철근공, 배관공, 방수공, 도장공 등은 기술개발을 통
해서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ⅩⅠ-9>는 기존의 건설근로
자 수급 안전화 대책의 골자이다.
<표 ⅡⅩⅠ-9> 기존의 건설근로자 수급 안정화 방안
추진과제

기본방향

① 건설기능인력 도제제도의 제도화 및 정규화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개선

건설기능인력
관리체계의 구축

② 건설기능인력 훈련양성기관의
․
확충

③ 건설기능인력 직능별 교육훈련
․
프로그램 개발
④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제도의 확충
⑤ 건설기능인력 DB구축
⑥ 건설인력관리 센터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정비

⑦ 외국인근로자 건설기능인력 고용의 자율화

건설기능인력
유인체계 구축

⑨ 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확대실시

건설기능인력 수요
절감형 기술개발
투자확대

⑧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와 연계 운용

⑩ 일용직 건설기능인력 복지기반 확충
⑪ 건설기능인력 절감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확충 유도
⑫ 건설기능인력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⑬ 별개의 건설인력절감 기술개발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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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제도의 취약화, 높은 임시일용직
․
비중,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의 어려움 등의 현장
중심 건설근로자 수급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차원에서 비제도권
에서 도제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의 개선, 건설기능 인력
에 대한 유인책,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기능 인력을 정착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
의 강구,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 건설기능 인력의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하지만, 대부분이 개별 업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의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외형적으로는 가설물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공사현장의 속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은 옥외작업으로 일기에 노출되
어 작업조건의 개선이 매우 어렵고, 작업에 쓰이는 설비도 모두가 일시적인 가설설비로서
이동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불안전한 설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산업재해에 가장 취
약한 작업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의 위험도는 산업재해발생 정도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림 ⅡⅩⅠ-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재해는 재해율에 있어서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사망만인률은 1980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율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곤란하여 공사금액의 일부를 노무비로 산정하고, 이 노무
비를 정부평균노임단가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으로써 통계상의 근로자수가 실제
보다 과다 산출된데다가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 등으로 인하
여 산재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실제 산재발생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통계로서의 의
미가 매우 약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실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보건수준은 재해율이 감
소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좀더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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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ⅩⅠ-2] 건설재해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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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건설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0내외에 불과하나 산업재해중 일반재해
자의 비중은 3할, 사망재해자의 비중은 4할에 근접하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그림 ⅡⅩⅠ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업 사망재해자수는 660명으로서가 전체 산재사망자의 42.9%
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그림 ⅡⅩⅠ-3] 건설업의 사망재해자 점유 비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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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수준이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대형건설업체에서도 대형 사망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소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안
전수준의 개선 속도가 더디어, 아직도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은 향후 건설근로자의 작업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인자가 될 것이며, 안전보건측면의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수급문제의 강도도 달라
질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건분야는 넓게는 복지분야를 포괄하며, 향후 소득수준과 생활수
준의 향상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건설근로자의 과제

건설근로자의 취업형태는 반장을 중심으로 한 팀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
도 중층 노임하청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일부 불성실한 사업주로 인하여 노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업조건의 경우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산업을 통하여 가장 열악하여 대표적 사
망업종으로 치부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입직 수효는 매년 격감하여 숙련된 근로
자는 고령화되어 가는 반면에 신규입직자는 태부족으로서 그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
자로 채워져,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포용하려는 제
도적 뒷받침은 지연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에 있어서는 산
재발생에 대한 벌칙과 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본적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향후 10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초적인 건설현
장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위에 외국인 근로자의 합리적인 고용을 통
한 수급의 안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합리적인 고용에는 언어문제,
법적 지위향상, 정착을 위한 지원 등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외국인 근로자
가 더 이상 넘쳐나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의 부족상태가 임금이나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좋은 여건
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차원이나 근로자 입
장 모두에서 안정된 수급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급대
책과 함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수준의 향상에 치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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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조선업과 함께 가장 위험한 직군의 하나이며, 조선업에
비해서도 현장의 유동성 등으로 향후에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남을 것이다.
건설근로자는 작업 내용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전동공구의 성능개선과 사용의 확대, 부분적
인 위험작업의 자동화 등으로 근원적인 위험작업의 범위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공사 현장의 기본 조건인 옥외작업 조건의 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고용
계약이나 임금 차원에서도 건설산업의 수행방식은 중층하도급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필요시에만 전문건설업이나 팀제를 통하여 해당 직종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찾아서 고용
하는 방식으로 개별업계 차원에서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나 양성 등 개선의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바,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산업중의 하나이다. 나아가서
이제까지 건설업과 건설근로자가 국내외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향후의 역할에
비추어서도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과 지원 방안의 강구가 절대적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장 느린 보수적 산업으로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이 급속하게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바, 국가차원의 복지
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3D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감으로써 건설근로자
차원에서는 복지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산업차원에서는 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안전정인 인력의 운용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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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ⅩⅡ. 국제노동환경의 변화와 국제노동정책의 비전 및 과제(박영범)

1. 국제노동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다자주의와 규범적 질서의 중요성 증가

20세기 초 ILO의 탄생이 국제무역의 증가에 따른 노동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이루어
진 배경과 달리 노동 분야 국제협력은 선진국들의 일방적 원조나 지원 그리고 개도국들의
따라 배우기식 교류협력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적어도 다자주의 입장에서 규범을 중시했
던 것은 ILO의 핵심 노동기준 정도였고 이마저도 선진국들이 제대로 준수하여 왔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자주의 규범질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LO의 협약준수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WTO에서의 노동관련 협상이 증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다자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역주의나 양자주의 협력확대에 나설 때, 다자주의 관
련 규범의 틀을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수반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의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는 양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OECD 가이드라
인 규범침해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80년대 말 이후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및 중
국으로의 공장이전이 활발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노동 분야에서 다자주의 규범의 역할은 향후에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가간 경제통
합이 점증하고 제도적 장벽 제거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덤핑을 예방하고 경쟁의 사회적 조
건을 수평화하려는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관련 국제기구인 ILO 뿐만
아니라 OECD, WTO에서도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현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
분간은 노동관련 문제는 IL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ILO 가입 이후 노동권보호에 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고 우리의 국익을 강화하는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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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헐지 않은 부분은 적극적으
로 국제사회에 대해 설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경제력 향상과 함께 단기간에 급속하게 국제적으로 제고됨으로
인해 이전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했던 부분이 새롭게 규범적 압력에 노출되
어 있다. 우리의 OECD 가입으로 OECD 관련 규범에 대한 자발적 순응의 필요성이 제고
된 것이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고 우리
나라의 특수 상황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킬 수 있는 노동외교적 노력이 점차 중요하여 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다.

나. 경제통합과 노동문제의 연계성 증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경제통합은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전 지구
적 재배치를 촉진하여 고용불안이나 인적자원의 사장이라는 문제를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재직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과 혁신을 요구하는 압
박을 낳는다. 한 나라의 제도적 특징으로만 존재하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비추어 우량품과 열등품의 제도로 낙인이 매겨지며 여기서 우량품은 경제통합의
혜택을 더욱 받지만 열등품은 더욱 기회를 박탈당하는 양극화의 결과가 나타난다.
파업이 많은 나라의 근로자들과 인력의 질이 낮은 근로자들은 세계적인 자본 및 인력이
동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그 반대의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들은 직간접적인
․
무역제재

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FTA에서도 노동기본권이 문제가 되고 무역에 있어서도 공정
한 무역의 기준으로 노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단지 국제적 도덕심의 발동이 아니라
반대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의 사회적 측면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협
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미국, 중국 및 ASEAN과의 FTA 체결 필요성
이 거론되고 있다.
FTA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NAFTA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근로자이주, 노동권 보호 등
노동관련 문제가 주요 쟁점의 하나였고, 협약에도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노동 분야는 특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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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대상이 아니었다. 일본과의 FTA체결을 위한 범정부대책반에 노동부가 제외되었다가 추
후에 합류한 것이 이와 같은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인력활용(인건비를 포함하여) 측면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또한 반대로 우리에 비해 인건비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NAFTA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 분야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외국인력 이주 문제는 중요한 쟁점사항
의 하나가 될 것이다. NAFTA의 경우 주요 쟁점의 하나는 멕시코의 경제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활성화되면 미국 내로 불법 이주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미국내 근로
자의 일자리가 보존되고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의 진위여부였
다.
80년대 말 이후 해외에 직접투자형태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 정부와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우리나라 자본이 진출하여 설립한 기업이나 법적으로는 진출국 정부
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진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진출국 정부나 노동
단체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는 문제가 종종 있다.
최근의 예로 스리랑카에서 다수의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철
수하여 근로자들의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스리랑카 정부가 이의 해결을 위해 우
리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었다.
향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여질 전망임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 국제경쟁력의 척도로서 노동문제 인식의 증대

국제사회에서 노동문제가 중요해지는 배경에는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자유화가 촉진되는
추세에서 나타난 일견 역설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요소
는 자본이었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활성화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간
협력이 없이도 자본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국경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해결된 이후의 문제는 이동이 제약되어 있는 노동요소의 품질과 상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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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선진국들안에서도 고령화 추세로 인해 1인당 부가가차가 높은 소수 정예의 지식노동인
력을 육성하는 과제 및 여성 인력의 활용방안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도국 간에는 양질의
훈련받은 인력의 보유가 자국산업의 육성이나 해외 자본의 유치를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된
다. 아무리 값싼 노동력을 찾아다니는 국제 자본이라 할지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훈련받은
인력의 존재는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인력의 질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노사관계의 현황과 품질이 문제가 된다.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선진국들대로의 사회적 협의 및 사회안
전망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노동3권의 보장과 경제발전을 선순환 관계로
설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제발전이 양질의 노동력의 공급에 의존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도 우리나라 인력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노사관계의 불안이 우리나라 해외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노동행정의 노력만으로 근원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동현실 그리고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 등 우리
의 특수상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 필요하다.

라. 국가간 노동협력의 증대

노동문제의 국제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간 노동 분야 협력이 활발하여지고 있다. 특히 고
용안정, 교육훈련, 사회보험, 사회적 대화 등 노동관련 사안들이 국가경쟁력 유지에 중요해
진만큼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 그리고 벤치-마킹이 중요해
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다자주의, 양자주의에 입각하여 노동 분야의 국제적 규범을 강
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입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저임을 이용한 수
출, 이로 인한 자국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선진
국이 양자주의에 입각하여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에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비난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ILO가 전반적인 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 예산이 증대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국제지원 활동이 활발한 것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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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술협력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적 덤핑
을 통해 개도국의 수출증가를 저지하고자 하는 양면성이 있다. 미국의 아동노동근절프로그
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 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술협력
을 통한 지원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인
적자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임으로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분
야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다.
경제규모에 맞게 개도국에 대한 지원요청에 부응하여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이나
주장을 당당히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동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이나 지원사
업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노동 분야의 기술협력은 다른 분야의 기술협력과는 다른 점이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사
용자단체 혹은 근로자단체를 통해 기술협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노사단체 및 비정비기구의 국제협력활동을 정부가 적
극 지원하고 있다.

2. 국제노동정책의 바람직한 비젼

국가 간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구촌 경제시대에 자본, 기술 및
노동의 국경 간 이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여지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노
동기준 및 근로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필수적으로 되었다.
국제노동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인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국제노동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및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경제
통합의 가속화에 따라 과거에는 우리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많은 부분들이
국제적인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노동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정한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둘째, 다자간, 지역적 경제교류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을 고려한다. 최근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의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질서의
개편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몫이 커지고 안정되는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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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자본, 기술, 노동 중 국경 간 이동이 가장 제약된 생산요소는 노동이며, 근로
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제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의 고도성장의 경험과 혜택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
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결과 단시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의 위치로 도약하였고, 이
제 선진국에 진입하는 문턱에 있다. 우리는 지난 고도성장의 과정 속에서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지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
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진 빚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
분야는 우리의 고도성장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으로 비용대비 효과
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이다.

3. 21세기의 국제노동정책기조

가. 국제 규범준수를 통한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의 기반 구축

우리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로부터의 지속적 권고를 받고 있고, OECD 고용사회위원회
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모니터링이 종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외교의 핵심이 본
질적으로 방어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ILO 협약비준에서도 우리는 20개
를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 72개, ILO 회원국 평균 41개에 지나치게 미달
된 상태이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나 ILO 이사국 및 총회 의장국 역임이라는 지위를 감안했을 때,
국제노동외교가 실무적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규범적 준수능력은 답보상태인 불균형 상태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자주의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아울러
국제적 리더십을 획득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나 비용분담 구조에 비해 당
당하게 제 몫을 찾아오기 힘든 현실을 낳고 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노동외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적으로 규범적 질서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런 개선 노력이 없
이 회원국 활동 강화 및 다자주의적 지원 확대 노력만 증가한다면 이는 필요이상의 비용
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한국 프리미엄 효과를 낳을 것이며, 우리가 프리미엄만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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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불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 위상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도 예견된다.
다자주의 무대의 기본 성격은 규범적 질서가 우선적으로 통용되는 장이기에 규범적 문
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역할 확대차원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
러,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은 노동과 관련된 규범적 질서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경쟁
라운드(round)에서 노동 규범의 준수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를 준수하
지 않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규범의 준수를 위해서는 단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노동
관련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와 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해당국
가의 외국기업 중 가장 노사분규가 많다는 통계가 간혹 보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범준수
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혁신적 결단이 필요하다.
일단 규범준수의 기반이 구축된 이후 우리의 노동외교는 선진국 따라잡기 및 선진국 공
세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개도국들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외교로 확대될 수 있다.
직업훈련, 사회보험, 노동시장 기구운용 등에서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한국 수준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요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도
움을 받았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전형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서비스 이미지를 제
고할 수 있다.

나. 경제통합 가속화에 따른 체계적 협상 및 교류협력 강화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은 노동 분야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협상 및 교류협력이 이루어
져야 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일단 WTO체제 및 FTA의 강화는 서비스 협상에서 인
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문제는 더 이상 주변적인 사
안이 아니라 핵심적인 국제노동현안이 되었다. 동시에 외국 인력의 도입에 따른 관리문제
는 단지 국내 법질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송출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다.
일본 및 중국과의 FTA 추진이나 실질적인 경제통합의 가속화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산업공동화를 우려할 정도로 크다. 이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예방과 충격완화 프로
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경제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모색
- 369 -

되어야 하고 상호 사회적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노동 규범을 준수하는 협정도 필요
하다.

다. 국제협력지원사업에서 노동행정의 위상 강화

노동 분야 국제협력지원 사업은 노동부와 국제협력단(KOICA)으로 양분되어 있고 양자
간에 긴밀한 협의기능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노동부는 최근 다자주의 협력지원
사업으로 ILO와 OECD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아울러 양자간 협력지원 사업으로 베트남
과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지원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자주의 방식의 협력지원사업이 중요해지는 국제환경에 비추어 ILO
나 OECD관련 출연금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며 아울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지
원사업도 기존의 몇 가지 관련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KOICA의 예산을 통
한 노동 분야 지원도 노동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ODA가 GDP의 0.06%에 그쳐 OECD 국가 평균인 0.24%에 비하면 매우 부족
한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협력지원 사업의 규모가 국가 전체적으로 미미하여 저개발
된 상태라는 것을 반영함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개발지원이 지나치게 하드웨어나 단순
성장정책 일변도이어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나 노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정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일수록 사회 제도발전이나 종합적인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해 주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는 독일 등 선
진국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노동
부가 중심이 되어 개도국들의 노동제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
요가 있으며, 이는 ILO 등 다자주의를 경유한 간접적 지원 및 개별 개도국들과의 양자관
계 지원에서 공동으로 적용되어야 할 과제이다.

4. 국제노동정책의 실천적 과제

가. 규범적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내법제도의 개선

1992년 우리나라가 ILO 가입한 후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내 노동단체의 문제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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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고, OECD에 1996년 가입한 이후에도 노동과 관
련하여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국내노동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
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노동관련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관계 법제도
를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맞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국제적인 규범의 기준에 맞추
어 개선하려는 것은 일면 연관이 되어있지만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적 국제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드맵에
따른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임으로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6년의 OECD 가입에 따른 노사관계 개혁 그리고 참여정부 하에서의 노동관계
로드맵 작성 등에 있어서 당당한 국제협력외교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노동기준과
포괄적 의미에서의 국제노동기준이 혼용되어 논의되어 왔다.
ILO가 정한 핵심기준들은 지구촌 경제시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화관련 사항은 규범적 국제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에서
두 가지 다른 성격의 국제기준이 노사정간에 타협을 거쳐 정하져 오는 과정이 오히려 규
범적 국제기준의 설정과 실행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규범적 국제기준은 다른 성격의 국제기준과 분
리하여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이
규범적 국제기준을 충족시킨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 성과의 전형적인 예이다.

나.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

90년대 초 우리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남아, 중국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의 해외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해외투자
가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외투자가 활성화된 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노동관련 문제의 하나는 해외투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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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노무관리들이 국제문제화되어 국내언론은 물론 외국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종
종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노동단체들도 해외투자기업의 노무관리를 문제 삼아 우리
나라 노동단체들도 국제노동운동의 연계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
에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투자 기업의 노무관리 문제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의 한 국가에 투자한 상당수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산 직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야
반 철수하여 퇴직금 지급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우
리 정부로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방치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해외투자 기업의 노무관리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계획성 없는 우리 기
업들의 해외투자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취약한 형편이
다. 일년에 2-3개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노동상황 정보를 수집하여 발간하고 현지에
가서 세미나를 1회 개최하는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직업훈련협회를 결성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돕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해외직업훈련협회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에도 사무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재단을 통해서는 해외투
자 국가들의 노동계, 일본경단연국제협력센터를 통해서는 해외투자 국가들의 경영계 지도
자들 및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일본의 노무관리 관행 등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해외직업훈련협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공적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무관리가 문제되는 원인 가운데 우리나라 노사문화에 대
한 해외진출국 근로자들의 이해부족도 하나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진출한 국가들의
노동계, 경영계 지도자 및 실무자들과의 교류사업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 국내투자 외국 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노사문제이며, 외국기업
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주요 이유의 하나도 불안정한 노사관계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아직 정착기조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 뿐 아니라 국내의 기업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은 국내기
업들에 비해 자본투자의 기회를 다른 나라에서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려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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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KOTRA의 INVEST
KOREA를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노동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은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는 미약한 실정이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외국기업들
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문화 및 관행을 적극 알리고,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
자들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서의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다.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거가 국제노동재단이나 노동교육원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
들이 개발될 수 있다.

라. 자유무역협정 등 새로운 노동외교 분야에 대한 수요 충족

세계 경제의 통합과정 속에서 외교 및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는 노동 분야가 그다지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양 국간에 비교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나 감소
가 어느 나라에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각 국 근로자들의 국
경 간 노동력 이동 그리고 경제통합에 따른 일자리의 재배치 문제는 각 나라,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의 주요관심사항이었다. 부속협정으로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정이 체결되고 각
국에 국가집행처(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 NAO)가 설립된 사례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노동 분야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및 미국 등 우리나라와 경제나 사회발전이 차이가 나고 국제시장
에서 경쟁하는 부분이 겹치는 정도가 큰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노동 분야가 중요
하게 고려될 전망이다.
기존의 ILO, OECD 등 다자주의를 선도하는 국제기관에 대해 집중되었던 국제노동외교
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경제관계가 깊은 국가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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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교류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국제교류에 있어서 노동외교, 기술지원, 국가간 산업협력 등을 연계하여 노동문제를 접
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2004년부터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는
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영세제조업체 등 3D업종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의 인
권보호 등의 관점에 집중하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외국인력 활
용은 해외투자의 급증에 따른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개도국 지원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력을 한국으로 도입해 활
용하고, 한국에서 배운 노동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가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개도국 관련 협력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
다. 이런 체계적 프로그램은 외국인력의 불법취업을 억제하고 송출국으로의 귀환을 제도적
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단순 외국인력 활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활용이 이루어져 한계기
업의 무리한 기업 활동 연장을 방지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유인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통합 과정에서 노동문제는 1차원적인 고려가 아니라 다차원인 고려에서 접
근하여야 하며 정부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바.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인원의 확충

앞에서 언급한 국제협력분야의 실천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1국2과로 되어
있는 국제협력국을 확대개편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 분야 국제지원 예산은 국제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세계 10위 경
제대국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관실
의 예산은 2004년 18억5천만 원인데 일본 후생노동성의 노동관련 국제업무 예산은 3조8천
2백8십억으로 우리에 비해 2,000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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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제노동협력의 특수성에 대한 비노동 분야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ILO가 국제기구 중 각 나라의 대표권이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자가 총회에서 독
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노동 분야 국
제협력은 정부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일본이 국제노동재단, ILO협회, 일본경단연국제협력센터 등 비정부기구를 통한 노동 분
야 국제협력이 활발한 것은 이와 같은 노동 분야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도 국제노동재단을 설립하여 비정부기구에 의한 국제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기
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극히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주도의 국제협력사업
의 규모도 미미한 상황에서 비정부기구에 의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비노동
분야 관계자들이 우려는 할 수 있으나 노동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비정
부기구에 의한 국제협력, 특히 지원활동은 정부 시행의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하여 강화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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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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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