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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개요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한계상황
으로 치닫고 있다. 낮은 고용 수준과 비효율성, 양극화로 특징지어지
는 노동시장, 장시간 근로와 비효율적인 노동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안정의 기
반인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노
동력의 재생산구조가 시스템 전반의 재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노
사관계를 포함한 광의의 노동정치 역시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구조, 그리고 이러
한 구조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려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체제’를 설정하고, 구조적 관점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것이다. 우리는 현 노동체제
형성의 시발점을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에 따른 이전의 국가권
위주의 노동체제 붕괴에서 찾았으며, 이후 10년 가까운 각축기(이행
기)를 거쳐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점차 시장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가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문제적 노동체제가 형성된 과정과 현
재 상태를 크게 다섯 개의 영역, 곧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구조,
노동법, 작업장체제와 노동정치,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
로 나눠 살펴본 다음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체
제 위기로 전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 노동체제가 새롭
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판단 위에서 대안적 노동체제의 핵심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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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합’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2.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동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
조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변
화를 살펴보면, 1987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소폭 상승
한 반면, 실업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의 장기적 변화는 여성 및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
가 늘어난 데서 많은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한 고용의 질적 차이를 나
타내는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때, 2000년대 초반 이후 정규
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여러 지표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급격
히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용률과 실업률 등 청년
층의 고용지표는 악화되었으며, 대학졸업 소요기간 및 일자리와 전
공일치 비중 등의 지표를 볼 때 청년층이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및 중위소득 50∼150% 가구 비율의 추
이를 살펴볼 때, 노동력 재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인
중산층의 건재가 위협받는 양상이 한동안 강하게 나타나다 최근 다
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
는 반전 양상이 완전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서는 좀 더 면밀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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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법의 변화와 함의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법의 변화와 함의를 검토
하였다. 노동법적 관점에서 볼 때, 1987년은 사회적인 민주화의 요구
에 따른 ‘민주적 노동관계’ 수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헌법상 노동조
항의 개정으로 귀결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동3권을 좀 더 보장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의 최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면서, 고용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노동법에 반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특히 1990
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이후에는
자치와 보호로 대변되는 노동법의 전통적 가치에 근본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87년 이후 노동3권의 보장은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법
규 정비, 직권중재제도 폐지, 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 그 외연에 있어
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파업과 업
무방해죄 문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복수노조 이후 법률 분쟁 등
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나
타나고 있는 노사관계에 관한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 행정부의 전공
노․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과 이를 확인한 사법부의 판결들을
보면, 아직까지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전일제-종신 고용’의 기본적 근로자상이 무너지
면서, 소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에 따라 규율체계를 구축
해야 하는 노동법의 난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관한 큰 축은 파견
법 및 기간제법의 제정과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쟁, 소위 특수고
용형태 종사자라고 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자들의 보호 방안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법제에 관해서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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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고의 도입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부터 최근 업무저성과제의 해
고법리까지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논제가 노동
법의 주요 쟁점들로 다루어져 왔다.
1987년 헌법상 노동조항 도입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집단적 노
사관계는 노동법상 제도들로 인하여 ‘사법화’ 경향이, 개별적 근로관
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유연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개별적 제도들에 대하여 헌법적 가치를 투영하면서, 현
재 노동법의 방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4.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본 장에서는 1987년 이래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가 전체 노동
체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또 그로부터 도출되는 앞으로의 과
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 현장에
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작업장체제의 성격을 대기업 중심
의 독과점적 교섭을 정점으로 해 기업들의 서열에 따른 피라미드적
패턴으로 조직된 ‘작업장 조합주의’로 파악하였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견고히
구축된 작업장 조합주의가 조직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
업장 조합주의의 부담을 기업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위계적, 신분적 노동체제가 고착화되었다. 현재 한국 노동체제는
그 긍정적 성취를 잠식하는 노동시장의 균열과 모순을 해소하고, 대
기업 중심 작업장체제의 집단 간 장벽을 해소하며, 보다 적극적인
노동 기회와 참여의 길을 열어 가기 위한 적극적 개혁의 과제에 직
면해 있다.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는 형성 초기에 작업장 내부의 비합리
적, 비민주적 노동관행을 제거하고 인사노무 체제의 신속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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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작업장체제
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노사의 교착적 대립이 강화
되는 체제 경직화의 길로 나아갔다. 또한 노동체제의 경직성과 유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의 대규모 해외 이전, 고용 리스크의 외부
전가, 계층적 노동시장의 구조화, 그리고 신분적 노동시장의 등장으
로 이어지면서 시스템의 문제해결 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상황에 이
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교착적 작업장체제 자체의 조정과 적응능력,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고용체제의 유연성 상실 등을 초래했을 뿐 아
니라 거시적 사회 대화와 조정 시스템도 왜곡시켰다.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
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작업장체제의 고용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
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 기업들의 작업장은 결국 대기업과 그 밖
의 직장들로 확연히 구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계층화의 길
로 접어든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교착적 작업장체제는 작업장 교섭
의 수준에서 다루기 어려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
회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작업장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그것이 안고 있
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식 작업장체제와 사회적 대화의 제
도적 효과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작업장
조합주의는 개별적,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조정기능이 약화되
었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었다. 또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믿
음과 신뢰도 취약해졌다.
이와 같은 교착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작업장 교섭을 넘어선 사회
적 교섭체제의 대표성과 제도적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거시
정책과 제도 수준에서의 사회적 타협을 위해 초기업 수준의 ‘사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사회경제적 타협을 도
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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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운동의 전개와 함의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인 지난 30년 동안의
노동운동에 관한 간략한 평가와 노동운동이 현재 직면한 도전 및 혁
신적 과제들을 다루었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노동운동은 조직노
동의 강력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등 사회적
성과를 남겼으나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
계화와 노동유연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한계와 도
전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현황을 국가수준, 산업수준, 그
리고 현장수준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가수준에서 노동운동
은 1987 노동체제 이후 30년 동안 노동기본권의 신장에 기여했으나
미조직노동자와 미가맹노동조합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전체를 대표
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수준에서 노동운동은 산별노
조를 통한 노동운동의 질적 성장을 꾀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는 조직형태의 성공적 변경이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주
요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성과가 부진하고 미조직의 조직화가 기대보
다 낮아 산별노조 형식적인 완성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수준에서 노동운동은 1987 노동체제하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통
해 현장의 민주주의에 기여했으나 급속하게 전개된 노동시장의 이중
적 구조에서 조직노동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노동운동이 직면해 있는 위기와 도전적 상황의 원
인을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내부
적 요인으로 노동운동 리더십의 재생산 어려움 및 정책역량의 부족
을 살펴보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용자의 인사, 고용, 반노조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노동운동을 위해 혁신적인 리
더십의 재생산, 정책역량 제고,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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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대화와 노동정치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 아래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와 노동
정치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급성장과 함께 시작된 대립적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및 한계를 개괄한 다음, 최근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시도였던 2015
년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모형의 특징과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사
회적 대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맹아는 1990년대 초에 싹트기 시작했으
며, 이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친 노동운동의 급성장 및
노사갈등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
이었다. 일련의 시도는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이어졌지만
그해 말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로 집약되는 과정관리의 실패
로 인해 좌절되었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는 노사정 간 대타협의
결정적 국면을 열었고 1998년 ‘2.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으로 귀결되었다. 2.9 사회협약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협약이었지
만 경제위기에 의해 ‘강제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이었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후 민주노총의 탈퇴와 함께 장기적으로
노동체제의 열악한 동태적 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 성공한 사회협약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인프라는
확충되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합의들이 이어졌지만, 1987 노동체
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보아 정부가 주도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과와 한계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
를 전후한 노동정치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9.15 노동정치 과
정은 2014년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된
이래, 그해 12월 기본합의의 체결과 2016년 4월 초의 1차 결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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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재개와 역사적인 9.15 사회적 대타협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정부
가 합의를 넘어선 범위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개정 및
‘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강행하면서 한국노총의 합
의 파기선언으로 귀결되었다. 현 시점에서 9.15 합의는 실패한 기획
으로 기록되지만 노동시장 3대 현안의 해결은 물론, 청년고용 활성
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파트너십 구
축 등을 위한 방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 노동체제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15 노동정치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대화 영역에 개발국
가형 노동정치가 강하게 잔존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노동체제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종래의 ‘동원형 사회적 대
화’의 틀이 아닌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노동정치 패러다임 전환
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대안체제의 모색
제7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다음,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1987
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종래의 국가권위주의 체제를 지양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1987 노동체제’는 초기 10년가량의 각축기(이
행기)를 거친 후, 1997～1998년의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1998년 2.9 사회협약을 거치면서 시장의 힘이 압도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귀착되었다.
제조업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이 노
동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고용개선에 기여
하였다. 노동운동의 도전은 노동과정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촉발했
다. 대립적 노동정치가 지속되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현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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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시․거시 노사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고조되
었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과
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며, 결국 1997～
1998년의 경제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1998년 2.9 사회협약으로 이어
졌다. 경제위기와 2.9 사회협약은 이후 한국의 노동체제 전반을 규정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화하면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
동자가 중심이 된 노동운동은 기존의 권리를 지키는 데 급급하여 비
정규직,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사회안전망과 노동
력 재생산구조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작금의 노동 위기는 노동체제 구조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노동정
치의 위기이기도 하다. 9.15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체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2016년 초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
한 이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체제의 재구성은 교착 상태에 있다.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고
집단적 노동관계와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제의 개선과
제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대기업이 주도하는 교착적 조합주의를 혁
파한 생산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상생의 작업장체제 구축도 긴요하다.
대안적 노동체제의 핵심은 ‘혁신’과 ‘통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과제들은 결국 노동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을 통해 풀어야 한다. 노동정치 전환의 중심에는 기업별 교섭체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활성화가 놓여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머리말

전후 30여 년의 황금기(Post-war Golden Age)에 뒤이어 1970년대 말
부터 1980년대 초에 등장하여 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30여 년
을 경과하며 안팎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는 전
후 풍미해 온 국가개입의 한계에 이어 시장의 실패라는 이중의 실패를
목도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사회 체제의 형성을 위한 전환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196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치,
경제사회적 전환에 뒤이은 세 번째 전환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961
년 군부 쿠데타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약 27년간 지속된 체제는 통상 ‘국
가권위주의’로 불리는데, 이는 강력한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자본과 노동 위에 군림하면서 시민적 자유권과 노동의 기본권을 억압하
는 가운데 총 자본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배분하여 급속
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국가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적 성격과 모순은 노동과 정치 영
역에 집약되어 있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과 민주노동운동, 1979년 부
마사태에 뒤이은 10.26 사태를 통한 유신정권의 몰락, 1980년대 학생운동
과 노동운동의 급진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뒤이은 노동자대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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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며 구 체제(ancien regime)는 와해되고 이른바 ‘1987 체제’로 봉합되
었다.
한국의 현 ‘노동체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종래의 국가권
위주의 체제가 와해되고 시장 중심의 새로운 체제로 전환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1987 노동체제’로 일컬어지는 현 단계 노동체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의 각축기를 지나 1997～98년
의 외환위기를 거치며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급속하게 진화하였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기본권은 완만하게 신장되었다. 공무원, 교
원의 단결권이 허용되었고,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
는 등 단결권이 확대되었다. 오랫동안 부정되었던 노조의 정치활동이 법
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제3자 개입금지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근래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
오프제)의 도입에서 보이듯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가
형성되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도와 파
견근로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제의 글로벌화, 지식정보화를 향한 도전과 이
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응이 아웃소싱, 오프쇼어링(글로벌 아웃소싱)의 확
산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 임금
과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용관계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체제는 저고용-저숙련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작업
장 혁신은 지체되고 있고 노동생활의 질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정치 차원에서도 대립․갈등의 노사관계가 지속되면서 1987 노동체
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노사정 주체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1987 노동체제는 지속가능성의 문제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
체제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 시기 한국 노동체제의 전개과정
을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 노동법제,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
치,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 등의 각 영역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노동체제의 구성을 위한 함의를 찾아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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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되었다.

제2절 ‘노동체제’ 개념과 내부 구성1)

노동체제(labor regime)란 거시구조적 맥락에서 노동문제를 총체적으
로 살펴보고 행위주체의 전략적 개입에 의한 체제 변화의 동학을 분석하
기 위한 개념 도구이다.2) 필자는 송호근(1994), 노중기(1995, 1997) 등의
문제의식을 계승 발전시킨 졸고(장홍근, 1999)에서 ‘노동체제론’적 접근
을 개념화하고 당시까지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3)
노동체제는, 종래 노동시장 또는 고용체제,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노사
관계, 국가의 노동통제 등의 영역별로 분절된 채 수행되어 온 연구의 한
계를 뛰어넘어 노동문제의 구조와 동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
념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노동체제를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력의 거래와 이동,
1) 이 절은 졸고 장홍근 외(2015), pp.106～108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노동체제’의 개념과 내부구성, 유효성을 둘러싼 논의는 단속적으로 이어지고 있
다. 송호근(1994)의 논의를 발전시켜 필자가 나름대로 이를 체계화한 이래(장홍
근, 1999), 이 개념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둘러싸고 이종래(2005), 정이환(2013),
이광근(2013), 노중기(2013) 등의 논의가 이어져왔다.
3) 송호근(1994 : 41～42)은 노동체제를 “노동문제의 제도화 양식이자 그 결과물”로
파악하고 이는 노동시장, 노동정치, 노동계급의 정치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노중기(1995, 1997, 2004, 2007)는 국가의 노동통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체제와 노
동정치체제 용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함으로써 노동체제를 노동정치로 국한
하여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이환(2013 : 16～18)은 ‘노동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노
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과정 등을 모두 포괄하려는 접근 방법을 ‘종합적
노동체제론’으로 명명하고 이런 접근 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노동체제의
핵심적 특성을 잘 포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종합
적 노동체제론보다는 특정한 관점에서의 노동체제론이 더 유용하며 그러한 접근
들을 첫째, 노사관계와 노동통제 중심 노동체제론(대표적인 국내 연구자로 노중
기, 임영일 등), 둘째 노동과정과 작업조직 중심 노동체제론(대표적인 연구자로
김형기), 그리고 셋째, 노동시장 중심 노동체제론의 셋으로 분류하고 자신의 노동
시장 중심 노동체제론을 ‘고용체제론’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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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배치․사용 등을 둘러싼 제 구조와 그러한 구조를 변화 또는
유지시키려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총체
적 규율체제”(장홍근, 1999 : 27～30 참조)로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노동체제 개념은 ‘다양한 층위의 사회(예컨대 산업업종,
지역, 국가사회, 세계 체제 등)에서 해당 사회조직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
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사회적 행위 범주로서의 노
동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구조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총체적 규율체제’를 살펴보는 유용한 개념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노동체제의 구성요소는 구조와 행위주체의 동학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구조 차원에서 노동체제는 노동력의 생산(재생산)에서 출발
하여 노동력의 거래와 교환 및 이동, 노동력의 배치와 사용을 거쳐 다시
노동력의 생산(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행위주체의 동학 차원에서 살펴보면 노동체제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세
행위주체 간 노동체제 구조의 재구성을 둘러싼 각축이나 투쟁, 소통 및
타협의 상호작용, 곧 노동정치의 장이다. 따라서 노동체제는 노동력 생산
(재생산), 노동시장,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세 차원의 구성요소와, 체제 내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리고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행위주체 간의 상호작용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환경, 곧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변
화․발전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노동체제는 구조적 차원에서 노동시장구조,
노동력 재생산구조,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그리고 행위주체의 동학 차
원에서 경제사회 주체 간의 노동정치로 구성된다.4) 한편, 노동 관련 법
4) 이광근(2013)은 산업노동학회 학술대회(2013.11.30)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필자
의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노동체제 구성 개념을 발표하였다. 그는 자본의 순환과
정을 노동체제 개념에 접합하여 노동체제가 노동력 재생산 및 보호, 노동시장, 노
동과정, 계급정치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노동력 재생산이
노동체제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론에 동의하며 그의 논문이
국내에서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장홍근, 2013b). 하지
만 계급정치 개념보다는 외연을 넓혀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제 차원에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일반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정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
에 적합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노동정치가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여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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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동체제’의 개념도
역사적 환경

노동시장

환환경

노동정치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자료 : 필자 작성.

제는 노동시장과 작업장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모두에 걸쳐 있는데
이는 노동정치의 결과이자 응결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림 1-1]은 노
동체제의 개념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3절 연구 시각과 접근

앞서 살펴본 대로 ‘노동체제’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구
조, 그리고 노사관계와 노동정치를 아우르는 거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이다.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는 세부 구성요소들에 대한 미시
적 분석이나 연구뿐 아니라 노동체제 자체의 성격과 이행에 대한 거시적
분석 모두를 포괄하는데 이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구조론적 접근’(structuralist approach) 방식을
취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적 접근
구성요소들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노동시장, 노동과
정, 노동력 재생산의 제 영역에 모두 걸쳐서 작동하는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광근(2013)의 입장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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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였다. 이는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나 영역 간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접근법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기존의 많은 노동 연구들은 각종 제약 조건이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
이라고 하는 철학적 기초의 한계로 인해 노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범주의
총체적 성격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전
체로서 노동체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성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엄밀성’의 결여라는 한계를 감수하더
라도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방법론적 기본 입장이다.
둘째, 노동과 관련된 체계와 행위의 변증법적 과정이자 결과물로서의
구조(structure)와 동학(dynamism)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노동체제
를 일종의 구조로 파악한다는 것인데, 구조는 행위주체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다양한 사회체계(Social System)와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내고
발전 혹은 변화시키는 주체들의 행위, 양 측면을 지닌다. 앞에서 제시한
노동체제의 개념 정의는 곧 구조로서의 노동체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
여준다. 또한 이 구조는 어떤 고정물이 아니라 안팎의 요소들에 의해 항
상적인 변화의 압력을 받으며 실제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 등 노
동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체
제라는 구조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4절 연구문제와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기복은 있었지만 신자유
주의적으로 재편된 한국의 노동체제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여 체제 이
행의 시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동체제를 1987년 이전 ‘개발 국가’(developmental state) 시대의 국가
권위주의 노동체제가 198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해체되었고, 노동의 거
센 도전 가운데서도 이후 시장의 힘이 점차 강화되어가는 신자유주의 노
동체제로 이행해 나간 것으로 본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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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960년대 이래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
구분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시기

1961～ 1987

이행기(1987～1997)

1998～현재

형성 계기

군부-관료 지배체제
형성

1987년
노동자대투쟁

1997년 외환위기,
정권교체

주도 세력

국가(군-관료)

각축(노-사, 노-정)

시장(대자본 주도)

자료 : 장홍근 외(2015), p.108.

노동체제 변동은 경제사회 구조라는 환경적 조건하에서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영역과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나아가 노동을 둘러
싼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 효과에 의해 일어난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서 우리는 현 노동체제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
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문제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1987 노동체제’5)하에서 체제를 구성하는 구조적 영역
들인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 노동관계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가? 둘째, 노동체제 구조의 변동 혹은 유지를 꾀하
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작업장체제,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 각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귀결되었으며,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
인가? 셋째, 각 영역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는 무
엇이며, 현재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고 노동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가?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를 통해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에서의 구조와 행위주체들의 동학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현재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5) 1987년 이후의 노동체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1987년 노동체제’와 ‘1987 노동체제’
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87 노동체제’로 용어를 통일한다.
우리는 ‘1987 노동체제’를 ‘1987년이라는 특정한 연도의 노동체제’가 아니라 “1987
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후 모순적인 전개과정을 거치
면서 2016년 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안팎의 도전과 모순에 직면하여 전환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노동체제”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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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은 2장과 3장에서 다루었다. 2장에서는 1987년 이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의 구조변동을 살펴보았
다. 노동시장 구조변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통계지표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난 30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의 전체 변화추이를 제시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구직활동
증대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소폭 상승, 실업률의 상승을 견인하
였을 것으로 보았다.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연령별 경제
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도 살펴보았다. 현행 노동시장의 아킬레스
건인 고용의 질적 격차는 고용형태, 곧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를 평
균임금, 근속기간, 취업시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합 가입률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
장 양극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노동력 재생산구조는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층의 고용과 교육,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등을 살펴본 다음, 소득분배구조 관련 지표인 지니계
수와 중산층 비중의 변화 추이를 통해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구조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장은 1987 노동체제하에서 진행된 노동 관련 법의 변화와 함의를 다
루었다. 1987년 헌법상 노동 조항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당시의 시대적 요
구를 반영하여 민주적 노동관계의 수립에 두어져 있었지만, 이후 개별
노동관계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측면도 분명
히 있었지만 정리해고제의 법제화와 파견법, 기간제법의 제정 등 근로관
계에 관한 노동법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담보하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현행 노동법이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동학, 곧 작업장체제와 노동운
동,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를 다루었다. 4장은 1987년 이래 우리나라 작
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의 구조변동을 다루었다. 1987 체제하의 작업장
수준에서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가 강고하게 자리잡았
다는 현실 인식 아래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과 형성기제, 그리고 지난
30년간 작업장 조합주의의 진화과정과 내재적 모순을 살펴보고 이의 극

제1장 서 론

9

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대기업 중심 작업장 체제
가 일자리 구조와 노동시장의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5장은 1987 체제하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전개와 시사점을 다루었다.
1980년대 후반 급격하게 고양되었던 한국의 노동운동이 1990년 중후반
부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오늘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위
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 다음 향후 한국 노동운동의 혁신방향
을 제시하였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국가수준, 산업수준, 현장수준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고 위기의 큰 원인이 노동운동 내부에 있다는 판단하에 리
더십, 정책역량, 사회적 연대의 측면을 고찰하였다.
6장은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거시 노동정치 전개과정을 사회적 대화
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노동체제의 이행 혹은 재구
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 아
래, 1987 체제하에서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한계를 살펴본 다
음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시도였던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7장에서는 앞의 각 영역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노동체제 이행
을 위한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펴본 노동체제 구성 영
역 및 범주, 곧 노동시장, 노동력 재생산구조, 노동법, 작업장체제, 노동운
동,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뒤이어 각 주제 영
역별 과제들을 노동체제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 및 통계자료의 분석, 전문가 간담회와 수
차에 걸친 연구진 집담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나름대로 객관성
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상 엄밀한 실증분석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해석과 통찰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추가적인 분석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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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본 장은 1987년 이후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동체제하에
서 주요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왔
는지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describe)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같은 누구나 접속 가능
한 사이트에 1차 가공 정리되어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신
뢰성 높은 정부기관의 통계조사 결과 내용을 재가공하여 별다른 주관적
해석 없이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보고서의 3장부터 6장까지에서 수행된 다양한
시각에서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노동시장 차원의 배경을 확실히 제공
하고자 하였다. 즉 본 장의 주목적은 제시된 기술통계에 대해 자체적인
시각으로 나름의 해석을 부연하는 데 있지 않음을 밝힌다.

제1절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변동

본 절에서는 제2절과 3절에서 지난 30여 년간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
생산구조의 변동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노동수요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노동공급에도 파급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
는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동 양상이 어떠했는지 먼저 들여다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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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그림 2-1]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른 효과를
제거하고 생산물량의 변화만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 단위
성장률이 지난 30여 년간 분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준다.6)
평균 10%에 육박하는 연간 GDP 성장률로 대표되는 고도성장을 향유
하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1998년 1/4분기 -3.4%의 마이
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당해 연도 2/4분기와 3/4분기에 평균 -7% 안
팎의 극심한 경기후퇴를 경험하였다. 1999년 1/4분기 이후 다시 반등하
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이후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
에서 성장을 이어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8년 4/4분
기 다시 -1.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2009년 2/4분기까지 경제규
모 축소를 겪어야 했다. 그 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성장률은 가장 최근
인 2016년 3/4분기에 2.6%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동기 비,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6) 예를 들어 1987년 1/4분기 성장률은 14.6%였는데, 이는 1986년 1/4분기 대비 1년
간 실질 GDP가 14.6%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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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이
1인당 국내총생산
(단위: ln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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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다음으로 [그림 2-2]는 1987년 이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1
인당 명목 국내총생산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성장
률로 해석하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표시하였
다.7)
1987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은 289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3,079만 원 남짓에 이르러 28년 사이에 10.66배가량 증가하였다.8) 그래프
의 기울기로 알 수 있듯,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그 이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거시경제의
변화를 개관하였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산업별 취업
자 수 및 부가가치액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7) 이때 물가상승 효과와 생산물량 증가 효과가 혼합되어 있는 명목 GDP보다는 실
질 GDP의 변화를 보이는 게 더 바람직하나, 국가통계포털 상에 1차 가공되어 제
공되는 통계표 중 1인당 실질 GDP는 가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불가피하게
1인당 명목 GDP의 추이를 대신 제시하였다.
8) 물론 이러한 증가분에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섞여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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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3]은 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해 2004년 이후 대분
류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서비스부문에 속한 산
업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조회된 통계표에 제시된 대로 크게 세 개의 산업
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3]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장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로 나타난다. 2004년 해당 부
문에 종사한 취업자 수는 631만 명 남짓이었는데, 2015년에는 924만 명
남짓으로 1.46배가 되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도 같은 기간
20% 이상 취업자가 늘어났으며, “광공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7%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및 “건설업”에서는 취업자 수
가 미세하게 늘어났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취업자 수의 대폭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림 2-4]와 [그림 2-5]는 1987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산업별 취업
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때 1987년도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의 경우 산업분류가 예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최신 산업
분류 기준과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취업자 수를 집계하

14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1987년 이후 30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

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비교 가능한 그래프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림 2-4]와 [그림 2-5]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급속한 증
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1987년에는 서비스업 부문에 속하는 두
[그림 2-4] 1987년 산업별 취업자 수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5] 2015년 산업별 취업자 수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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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과반에 미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70%로 급증하였다.
반면 광공업 부문의 취업자 수 비중은 1987년 28%에서 2015년 17%로
낮아졌고,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22%에서 5%로 그 비중이 대폭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림 2-6]은 1987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9)
[그림 2-6]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액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가가
치 증가를 나타낸 부문은 제조업으로서, 1987년 31조 6,000억 원 남짓이
었던 명목 부가가치가 2014년 408조 5,000억 원 남짓으로 급등하였다. 물
론 이러한 증가분에는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앞
서 살펴본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 비중의 추이를 함께 감안할 때 기본적
으로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명목 부가가치 급등의 상당 부분
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6]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변동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9) 이 역시 실질 부가가치의 변동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나, 국가통계포털
의 해당 통계표가 가용하지 않은 관계로 명목 부가가치의 변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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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종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명목 부가가치 상승폭도 매우 높게 나
타난다. 예를 들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987년 17조 2,000억
원 남짓이었던 명목 부가가치가 2014년에 152조 2,000억 원 남짓으로 늘
어났고,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5조 7,000억 원 남짓이던 명목 부가
가치가 109조 5,000억 원 남짓으로 급등하여 무려 19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광공업과는 달리 취업자 수
구성비가 지난 30여 년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서는 노
동생산성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변동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 노동체제 특유의 노동시장 구
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그림 2-7] 1987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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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의 1987년 이후 전체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및 교
육수준별로 이들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체 임금근로자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고
용의 질 격차가 어떤 양상을 보여 왔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8] 1987년 이후 고용률 추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9] 1987년 이후 실업률 추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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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그림 2-9]는 1987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경제활
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의 분기별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준다.10) 각
연도별 2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
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1987년
2분기 60.6%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2014년 2분기 기준 62.9%를 기록하여, 30년 가까
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소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고용률은 1987년 2분기에 58.8%였는데, 2014년 2분기에는 60.8%로서 역
시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약간이나
마 고용률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실업자가 경제활동인
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1987년 2분
기 3.0%에서 2014년 2분기 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11)
다음으로 [그림 2-10]∼[그림 2-12]는 1987년 이후 노동시장 지표의
성별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그림 2-7]에서 경제활동참가
율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약간이나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원인은 예상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87년 2분기 74.6%에서 2014년 2분기 74.3%로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47.6%에서 51.9%로 유의미
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성별 고용률의 경우 역시 남성이 1987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 모두
71.8%로 동일한 값을 나타낸 반면,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46.7%에서
50.2%로 상승하여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였다. 더불어 성별 실업률
의 경우엔 남성이 해당 기간 3.7%에서 3.3%로 실업률 하락을 경험한 반
10) 이때 사용된 자료는 공식 실업률 집계를 위한 구직기간 4주 기준이 아닌, 과거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집계하던 방식으로 1987년부터 2014년까지 정리된 것이
다. 이는 국가통계포털 상에서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가 1999년 이후에 대해서
만 가용하기 때문에, 1987년 이후 자료를 모두 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
식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각 지표의 절대적 수준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길 권고한다.
11) 2분기가 아닌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하더라도 1987년에 비해 2014년 실업률이
0.3∼0.6%p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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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성 실업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3.4%로 높아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인한 구직활동 증대가 전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2-10] 1987년 이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1] 1987년 이후 성별 고용률 추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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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1987년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음으로 [그림 2-13]∼[그림 2-15]는 노동시장 지표의 1987년 이후
연령별 추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5～19세(19.1%
→ 7.7%) 및 20～29세(64.2% → 62.8%) 청년층에서 지난 30여 년간 하
[그림 2-13] 1987년 이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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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1987년 이후 연령별 고용률 추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5] 1987년 이후 연령별 실업률 추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30～39세(76.1% → 76.3%) 및 40∼49세(80.6% →
81.1%) 연령대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50～59세(71.7% → 76.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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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37.4% → 41.6%) 연령대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난 30년 가까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소폭
증가는 청년층 경제활동참가 하락을 50세 이상 연령대에서의 경제활동
참가율 대폭 상승이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 고용률에 있어서도 청년층에서의 고용률 하락을 50세 이
상 연령대에서의 증가가 그 이상으로 만회하였음이 드러난다. 더불어 실
업률의 경우 대다수의 연령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9세
(5.3% → 8.8%), 30∼39세(2.3% → 3.1%), 40∼49세(1.8% → 2.3%), 50～
59세(1.3% → 2.1%) 및 60세 이상(0.3% → 1.5%)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
서 지난 30여 년간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의 경우 학교 졸업 후 구직 시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현실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연령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1987년 이후 노동시장 지표를 교육수준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그림 2-16]∼[그림 2-18]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졸 이하(62.1% → 42.1%)와 중졸(47.9% → 40.1%)의 경제
[그림 2-16] 1987년 이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문대졸
대학교졸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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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1987년 이후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문대졸
대학교졸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8] 1987년 이후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문대졸
대학교졸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활동참가율이 1987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 간 30여 년의 기간 동안 급
감하였다. 더불어 고졸은 두 시점 모두 64.5%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동일
하였고, 대졸 이상(79.4% → 78.2%)의 경우 경제활동참가가 같은 기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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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을 전문대졸(79.6% → 78.3%)과 대
학교졸 이상(80.1% → 78.2%)으로 나누면 1989년 2분기부터 2014년 2분
기 사이에 모두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경험하였다.12)
교육수준별 고용률의 경우 1987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 사이에 고졸
이상(61.8% → 62.0%) 및 대졸 이상(74.2% → 75.5%)에서 모두 증가하여,
다른 교육수준에서의 고용률 하락을 상쇄하였다. 대졸 이상을 전문대졸
(74.0% → 75.1%)과 대학교졸 이상(76.2% → 75.6%)으로 나눌 경우 1989
년 2분기에서 2014년 2분기 사이에 전문대졸 고용률은 높아진 반면 대학
교졸 이상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별 실업률은 중졸(2.5% → 2.2%)과 고졸(4.3% → 3.8%) 및 대
졸 이상(6.5% → 3.5%)에서 지난 30여 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1989
년 2분기 이후 대졸 이상을 전문대졸(7.1% → 4.2%)과 대학교졸 이상(4.
9% → 3.3%)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2-19]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2) 대졸 이상을 전문대졸과 대학교졸 이상으로 나눈 통계는 국가통계포털에서 1989
년 1분기부터 가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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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근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
정규직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19]는 통계청의 경제활
동인구조사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2003년 8월 이
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해 온 양상을
보여준다.
2003년 8월과 2016년 8월을 비교할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32.6%에서
32.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3년 8월과 2004년 8월
사이 급격한 점프가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2004년 8월과 비교할 경우 비
정규직 비중은 37.0%에서 32.8%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0]∼[그림 2-28]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한 고용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우선 [그림 2-20]에서 2004년 8월과 2016년 8월 사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평균근속기간이 증가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46개월(=70개월-24개월)에서 60개월(=89개월-29개
월)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20]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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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취업시간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2-22]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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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근로형태별 국민연금가입률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2-24] 근로형태별 건강보험가입률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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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근로형태별 고용보험가입률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2-26] 근로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제2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그림 2-27] 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2-28] 근로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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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림 2-21]에서 주당 평균취업시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2004
년 8월 5.9시간(=48.9-43.0)에서 2016년 8월 7.3시간(=40.5-33.2)으로 더
욱 확대되었다. [그림 2-22]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임금 차이
역시 2004년 8월 61만 9,000원(=177.1-115.2)에서 2016년 8월 130만
1,000원(=279.5-149.4)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2-23]
∼[그림 2-25]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확연할 뿐만 아니
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어 온 양상을 보인다. 국민연
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가입률의 차이가 2004년 8월 35.0%p(=
72.5-37.5)에서 2016년 8월 46.6%p(=82.9-36.3)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다. 같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 가입률 차이는 33.7%p(=73.8-40.1)에서 41.
4%p(=86.2-44.8)로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그 격차가 25.4%
p(=61.5-36.1)에서 41.3%p(=84.1-42.8)로 증가하였다.
그 외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등의 수혜율 차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상여금의 경우 수혜율 격차
가 2004년 8월 38.3%p(=65.8-27.5)에서 2016년 8월 47.2%p(=85.4-38.2)로
증가하였다. 유급휴가 수혜율은 그 차이가 같은 기간 33.6%p(=58.2-24.6)
에서 42.9%p(=74.3-31.4)로 확대되었고, 시간외수당 역시 수혜율 차이가
33.6%p(=55.8-22.2)에서 34.0%p(=58.4-24.4)로 다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2-29]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고용의 질적 차
이 자체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
관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 비중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8월 11.5%p(=16.7-5.2) 차이가 2016년 8월 13.9%p(=16.5-2.6)로 확
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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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노동조합 가입하였음” 응답자 비중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제3절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1절에서 살펴본, 1987년 이후 이어져 온 현 노동체제 특유의 노동시장
구조에 더해, 인구구조상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기반
이 유지되고 있는지, 청년층은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
어 애로가 없는지,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
수적인 중산층의 건재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림 2-30]∼[그림 2-31]에 제시된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양상
에 잘 반영되어 있듯, 1985년부터 2015년 사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표
2-1>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과 연령 중위수는
2000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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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1985년 남녀 인구피라미드
85세 이상
80 - 84세
75 - 79세
70 - 74세
65 - 69세
60 - 64세
55 - 59세
50 - 54세
45 - 49세
40 - 44세
35 - 39세
30 - 34세
25 - 29세
20 - 24세
15 - 19세
10 - 14세
5 - 9세
0 - 4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그림 2-31] 2015년 남녀 인구피라미드
85세 이상
80 - 84세
75 - 79세
70 - 74세
65 - 69세
60 - 64세
55 - 59세
50 - 54세
45 - 49세
40 - 44세
35 - 39세
30 - 34세
25 - 29세
20 - 24세
15 - 19세
10 - 14세
5 - 9세
0 - 4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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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구 추이
(단위 : 명, 세)

연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체인구
40,419,652
43,390,374
44,553,710
45,985,289
47,041,434
47,990,761
49,705,663

남성인구
20,227,564
21,770,919
22,357,352
23,068,181
23,465,650
23,840,896
24,819,839

여성인구
20,192,088
21,619,455
22,196,358
22,917,108
23,575,784
24,149,865
24,885,824

평균연령

연령중위수

33.3
35.6
38.1
40.4

32.0
35.0
38.1
41.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그림 2-32]∼[그림 2-33]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 전체
의 고용률은 2004년 5월 45.2%에서 2016년 5월 42.7%로 2.5%p 하락하
였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9.7%로 1.6%p 상승하였다. 즉 전반
적으로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 내에서 연령대를 세분할 경우 고용률은 20～24세
(52.8% → 47.1%) 연령대에서, 실업률은 25～29세(6.4% → 9.3%) 연령대
에서 가장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32] 청년층 고용률

15 - 29세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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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청년층 실업률

15 - 29세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그림 2-34] 대졸자 졸업 소요기간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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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그림 2-36] 청년층 최종학교 전공일치 비중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그림 2-34]∼[그림 2-36]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
는 애로와, 이렇게 찾은 첫 일자리가 갖는 특성이 어떤 추이를 보여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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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4]에서 대졸자의 대학졸업 소요기간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음이 나타난다. 3년제 이하와 4년제 대학을 포괄하여 2007년 평
균 46개월이던 졸업소요기간은 2016년에 51개월로 증가하였다.
[그림 2-35]는 최종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첫 일자리를 찾는 데 평균
적으로 소요된 기간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4년 이후 2016년에 이르기까
지 꾸준히 11개월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가 여자
에 비해 평균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녀 간 차이는 줄어드
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2-36]은 가장 최근 경험한 일자리가 최종학교 전공과 일치한 정
도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4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매우 일치” 비중
이 9.8%p(=27.2-17.4)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응답은 비중이 줄어들었다.
다만 2016년도 기준으로 “매우 일치” 혹은 “그런 대로 일치”라고 답한
비중(27.2+21.0=48.2%)은 여전히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37] 청년층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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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청년층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그림 2-37]과 [그림 2-38]은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을 받은 경험의 추이를 제시한다. 우선 [그림 2-37]은 교육훈련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한 비율이 항상 80% 이상이면서 2004년에 비해 2016년에 그 비
중이 3.3%p(=83.8-80.5)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직업교육훈련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20% 미만의 청년 중에서도 사설학원을 이용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그림 2-38]은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공공단체운영
훈련기관(8.4% →10.8%)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9.7% →11.3%)에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소폭 증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9]와 [그림 2-40]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겨졌던 특성화고 진학 및 조기 취업 유도의 성과가 정
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성화고 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고,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은 별다른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2-2>에 따르면 대학진학률 집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몇 년간 대학
진학률이 낮아졌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정체된 양상
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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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중학교 졸업자의 특성화고 진학률 추이

연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주요 지표, 각급학교 개황.
[그림 2-40]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연도

주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입대자 수)}*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주요 지표, 주요 이슈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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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
졸업자(명)

진학자(명)

진학률(%)

1990

761,922

206,790

27.1

2000

764,712

473,803

62.0

2005

-

73.4

2010

633,539

-

477,384

75.4

2011

648,468

469,961

72.5

2012

636,724

453,899

71.3

2013

631,197

446,474

70.7

2014

632,983

448,817

70.9

2015

615,462

435,650

70.8

주 : 1) 진학자 기준은 2010년까지 대학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등록자 기
준으로 변경됨.
2) 진학률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2010년까지의 진학률을 대학 입학자 수를 기
준으로 대체하여 산출하였으므로, 2010년 이전 졸업자 수와 졸업자 세부 구
분 합계는 불일치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 주요 지표, 각급학교 개황.

다음으로 노동력 재생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건
재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림 2-41]∼[그림 2-46]은 지니계수, 소
득 5분위배율 및 중위소득 50∼150% 비율의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1]과 [그림 2-42]는 0과 1 사이의 값에서 전체 가구의 소득불
평등도를 나타내며,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의 1990년 이후 추이를 각각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을 기
준으로 보이고 있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연금 등 공
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것이다.
[그림 2-41]에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1990년 0.256에서 몇 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1994년 이후 상승하
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시기에 급등하면서 1999년 0.288을 기록하였다.13)
13) 이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 소득불평등도가 하락한 것은 정이환(2013, pp. 286～
289)이 1987년 이후 분절 고용체제 확립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시장 상황과 노
동운동의 효과가 어우러지면서 한동안 노동시장 불평등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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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그림 2-42]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이후 한동안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0.2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이후 2015년까지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것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도의 추세적인 하락인지는 불분명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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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인다. 한편 2003년부터 산정이 이루어진 2인 이상 비농가 기준 지
니계수는 대체로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지니계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다. 더불어 2006년 이후 전체 가구 기준 지니계수 역시 대체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계수값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림 2-42]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추세
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전체 가구
에 대해 지니계수를 산정하는 경우,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소득불평등도
하락이 2013년 이후 정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흥미롭다.
[그림 2-43]∼[그림 2-44]는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의 추이를 각각 처분가능소득과 시
장소득 기준으로 보여준다. 이 역시 값이 커질수록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을 나타낸다.
[그림 2-43]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5분위배율 추이를 살펴볼 때,
지니계수의 추이가 시사하는 바와 동일한 흐름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그
림 2-44]에서 시장소득 기준으로 5분위배율을 산정하여 그 추이를 보더
라도, 계층 간 소득격차에 대해 지니계수의 추이가 시사하는 바와 유사
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림 2-43]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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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시장소득 5분위배율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그림 2-45]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150% 비율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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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시장소득 중위소득 50∼150% 비율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연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그림 2-45]와 [그림 2-46]은 OECD 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
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가구 비율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
다. 중산층의 비율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고, 소득불평등
도가 낮아지면 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2-45]와 [그림 2-46]은 중산층 비율의 추이가 앞서 살펴본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의 추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임을 드러낸다.
물론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중산층의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
다. 다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OECD의 정의를 따른다면, 우리나라
에서 중산층의 비중은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992년에 76.3%(처
분가능소득 기준)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여 2008년 66.3%
로 최저점을 나타낸 후, 다시 반등하여 2015년에 72.6%를 기록하였다.
만약 최근의 이러한 중산층 비중의 상승 반전 양상이 추세 전환을 의
미하는 것이라면, 향후 한동안 불안정한 추이를 나타내 온 노동력 재생
산 구조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추세 전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좀 더 면밀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4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1987년 이후 30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노동체제하에서 노동
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동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 장에서 다룬 각 세부 주제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 제시된 기술통
계만을 바탕으로 변동 요인에 대해 추측할 경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87년 이후 이어져 온 현재 노동체제하에서의 노
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가 나타나게 된 요인을 규명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려 하기보다, 지금까지 제시된 구조 변동의 양상을 요약하여 정리
하는 방식으로 본 장의 서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7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과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반면 실업률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30여 년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약간이나마 상승한 주된 원
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이 늘어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
어 여성의 구직활동 증대로 인한 여성 실업률 상승이 전체 실업률을 끌
어올린 원인이 되었다.
연령별로 볼 때 지난 30년 가까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소폭 증가는
50세 이상 연령대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 대폭 상승이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양상은 고용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편 실업률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 30여 년
간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한 고용의 질적 차이
를 나타내는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4년과 2016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평균근속기간 차이는 46개월에서 60개월
로 크게 증가하였고, 주당 평균취업시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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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2004년 5.9시간에서 2016년 7.3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 월평균임금 차이 역시 2004년 61만 9,000원에서 2016년 130만
1,000원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률 추이를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확연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점
차 확대되어 온 양상을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가입률의 차이가 2004년 35.0%p에서 2016년 46.6%p로, 건강보험 가입률
차이는 33.7%p에서 41.4%p로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그
격차가 25.4%p에서 41.3%p로 증가하였다.
그 외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등의 수혜율 차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상여금의 경우 수혜율 격
차가 2004년 38.3%p에서 2016년 8월 47.2%p로, 유급휴가 수혜율은 그
차이가 같은 기간 33.6%p에서 42.9%p로 확대되었고, 시간외수당 역시
수혜율 차이가 33.6%p에서 34.0%p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고용의 질적 차이 자체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 가입 비중 격
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1.5%p 차이가 2016년 13.9%p로 확대되
었다.
결국 1987년 이후 현 노동체제하에서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양상을 요
약하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의 장기적 변화는 여성 및 장
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난 데서 많은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노동시장 격차는 2000년도 초반 이후 점차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두 집단 간 노동조합 가입비중 격차 확대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987년 이후 노동체제하에서 노동력 재생산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과 연령
중위수가 2000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45.2%에서 2016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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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5%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9.7%로 1.6%p 상승
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청년층의 고용지표
는 악화되었으며, 고용률은 20∼24세(52.8% → 47.1%) 연령대에서, 실업
률은 25∼29세(6.4% → 9.3%)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
난다.
대졸자의 대학졸업 소요기간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고, 청년
층이 가장 최근 경험한 일자리가 최종학교 전공과 일치하는 비중은 여전
히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해 직업교
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 이후 항상 80% 이
상이면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 미만의 청년 중에서
도 사설학원을 이용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특성화고 진학률은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은 별다른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학진학률
집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몇 년간 대학진학률이 낮아졌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정체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는 1990년 이후 몇 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1990년대 중
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시기에 급등하였고, 한동안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까
지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 5분위배율의 추이를 살펴보더
라도 지니계수의 추이가 시사하는 바와 동일한 흐름을 볼 수 있다.
OECD 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가
구 비율의 추이는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의 추이와 정반대의 양상
을 보이는데,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992년에 76.3%(처분가능소
득 기준)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여 2008년 66.3%로 최저
점을 나타낸 후, 다시 반등하여 2015년에 72.6%를 기록하였다.
결국 1987년 이후 노동체제하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요
약하면, 우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 청년층은 학교 졸
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노동력 재생
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인 중산층의 건재가 위협받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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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동안 강하게 나타나다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만 최근의 중산층 비중의 상승 반전 양상이 완전한 추세 전환을 의미하
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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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법 변화와 함의

제1절 머리말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며,14) 전통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53
년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이
른바 제정 노동4법이 수립된 이후,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많
은 제도의 변화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1987 노동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 볼 때, 1987년은 법체계상 큰 변혁이 일어난 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민주화의 요구에 따른 ‘민주적 노동관계’ 수립의 시
대적 요청이 1987년 헌법상 노동조항의 개정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노동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은 비교적 명확했다.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의 노동3권을 좀 더 보장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의 최저 기준을 보
다 명확하게 확립하면서, 고용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노동법에 반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현실에서의 노동에 관한 규율
14)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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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이후에는 자치와 보호로 대변되는 노동
법의 전통적 가치에 근본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15)
이러한 상황에서 1987 노동체제 이후의 노동법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행 헌법의 근로권과 노동권이 구체적인 법제도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과거의 변화들에 대한 회고적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법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6) 다만 1987년 헌법체제하에서의 노동입법의 외연
적 확대와 입법․사법․행정상 주요 논의들의 방대함은 노동법 연구자에
게 이러한 반성적 고찰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
므로 이하에서는 1987년 이후 노동 입법의 주요한 변화들을 살펴본 뒤,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구체적 제도들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들과 그에 대한 담론들을 소개하면서, 1987년 이후 30년간의
노동법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1987년 이후 노동 입법의 주요한 변화들

1. 1987년 헌법체제 구축과 헌법상 노동조항
가. 1987년 노동조항의 변화

현행 헌법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계
기로 표면화된 실질적 민주화,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정부선택권
15) 도재형(2016), 노동법의 회생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 노동법(이화여
자대학교출판문화원)의 서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적어도 10여 년 동안은 노동
법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노동법체계가 규범으로서의 제
할 일을 방기한, ‘노동법의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16)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1987 노동체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통
칭 ‘1987년 헌법체제’라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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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 국민적 개헌 요구를 수용하여 개정되었
다.17)
현행 헌법은 헌법 전문(前文)과 총 10장 130조문(부칙 6조문 별도)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노동법의 헌법적 근거는 근로권(제32조)과 노동
권(제33조)에 관한 두 개의 기본권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표 3-1> 헌법상 노동법 근거조항의 변천(1980∼1987년 기준)
구분

근
로
권

1980년 헌법

1987년(현행) 헌법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
호를 받는다.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
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
여받는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
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
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
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
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
여받는다.

17) 현행 헌법 구성의 사회적 배경에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라는 국민적 요구
가 있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민주적 집
회에 대하여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6.29선언”을 통해 개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표명하였다. 그 이후 헌법 개정 과정을 요약하면, 6.29 선언의 후속
조치로 여야대표들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담에서 마련된 단
일개헌안이 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단일개헌안은 1987년 10
월 1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해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
의 찬성으로 개헌 확정되었다. 1987년 헌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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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구분

노
동
권

1980년 헌법

1987년(현행) 헌법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
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
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
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
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의 노동조항은 이전(1980년 헌법)과 비교할 때 내용적으로
①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 시행(제32조 제1항), ② 여성의 차별금지 원
칙 천명(제32조 제4항), ③ 연소자 근로의 특별 보호(제32조 제5항), ④
(일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상 법률상 제한 근거 삭제(제33조 제1항), ⑤
공무원 노동3권의 허용 가능성 확장(제33조 제2항),18) ⑥ 단체행동권 제
한의 범위 축소(제33조 제3항)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
1987년 헌법상 노동조항은 “근로에서의 약자 보호”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노동법의 전통적 이념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다는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18) 1980년 헌법과 현행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
는 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본적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가질 수 없다)으로 해석될 수 있는
1980년 헌법과 비교할 때, 현행 헌법은 포지티브 방식(…을 가진다)을 취하고 있
으므로, 법률의 재량성을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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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재판제도 확립을 통한 기본권 보장

법률이 헌법에 부합되는지에 관하여 심사하는, 이른바 헌법재판제도는
제정헌법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19) 그러나 법률이 헌법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게 된 것은 현행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
소가 구성된 이후의 일이다.
<표 3-2> 헌법재판소의 노동법 관련 주요 결정사항
종국
일자

사건
번호

1993년
3월 11일

88헌마5

노동쟁의조정법에 헌법 쟁의금지규정이 현업공무원의 단체행동권
관한 헌법소원 불합치 을 침해하는지 여부

1995년
3월 23일

92헌가14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1997년
8월 21일

94헌바19
97헌가11
95헌바34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이 도산 등 기타 사
헌법
제30조의2 제2항
유에 있는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불합치
위헌소원
위배하는지 여부

1998년
3월 26일

96헌가20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위헌

1999년
11월 25일

95헌마154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위헌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와 관련된 법규정이
․ 단결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각하 지 여부

2002년
7월 18일

2000헌마707

평균임금
결정고시 부작위
위헌확인

인용 산재법 및 근기법상 노동부장관이 평균임
(위헌 금 고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등
확인) 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명

종국
결과

주요 쟁점

노조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대한 공판진행
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
위헌
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국민
의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지 여부

평화조항위반에 대한 벌금부과처분의 죄
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19) 기존의 법원 조직과 더불어 제정헌법의 헌법위원회, 1962년 헌법상 탄핵심판위
원회, 1972년․1980년 헌법상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위헌법률심사를 기준으로 제정헌법상 헌법위원회가 2건의 위
헌 결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한편
1960년 헌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
판소의 근거법률인 헌법재판소법이 1961년 4월 17일 제정되고, 1개월 후 5.16 군
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실제 설치 및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pp.1111～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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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의 계속
종국
일자

사건
번호

사건명

2007년
8월 30일

2004헌마
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위헌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기
․ 법의 일부조항 적용배제가 평등권
각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년
5월 28일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의 개정에
위헌 따라 종전 지급받던 장해연금의 감
액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0년
2월 25일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산재발생보고의무의 미이행에 따른
위헌 처벌이 포괄위임입법금지 또는 죄
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0헌바385․386
․387․388․389
2011년
․390․391․392
12월 29일
․393․394․451
․452․453․4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합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 평
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3년
8월 29일

2011헌바390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부정수급
에 따른 반환, 추가징수, 지급제한
위헌
처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3년
9월 26일

2013헌바1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헌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퇴직급여감
․ 액조항이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
합헌 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5년
12월 23일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6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 대한 해고
위헌 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근로
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6년
3월 31일

2014헌가2
2015헌가24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부분
위헌제청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
위헌
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
대한 반환명령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합헌
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6년
9월 29일

2014헌바
254

자료 : 필자 작성.

종국
결과

주요 쟁점

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의 판단기준을 사업주의
불합치
제37조 제1항 제1호
지배관리하로 한정하는 것이 평등
․
다목 등 위헌소원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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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기관으로서, 그 구체적인 보장 방식으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
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헌적 법률과 공권력을 통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 ｢노동
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중심으로 기본적 내용이 형성되어 왔으
며, 이후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추가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
된 큰 입법적 틀이 갖춰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건국 이후 지속되어
왔던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의 기본 체계는 1987년 헌법체제하에서 큰 변
화를 맞게 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1997년 총파업의 여파로 그해 3월 집단적 노사관
계에 관한 양 축인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된 후, 단일
한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 포함)에 관해서는 ｢노동
조합법｣이, 단체행동권에 관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규율하고 있었
다. 즉 평화적 행위인 단체교섭과 별도로 분쟁적 행위인 단체행동을 제
한하는 입법적 구조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20) 그러나 양자의 통합으로
인하여 일반 근로자의 노동3권이 단일한 법령을 통해 규율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21)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행위와 그 조정,
20) 이러한 태도가 잘 나타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의 목적 규정(제1조)이다. 제
정 당시 제1조에서는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
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1963년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법률 제1327호,
1963.4.17., 전부개정] 이후 “이 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
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왔다. 즉 제정 당시 “단체행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이 법의 목적이 1963년 개정 이후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을 통한
산업평화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다.
21) 다만 이러한 통합에도 불구하고,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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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체협약의 각 제도가 유기적․통일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입법
적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것이
다.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에 관한 노동3권 규정 변화는 공무원 노동3권
의 허용 가능성을 확장시켰지만,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
는 입법은 2005년(1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공무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공무원 노동3권
문제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적․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한 것
이었는데, 입법적 체계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1999년(1
월 29일)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다.
교원의 노동3권은 ‘교육의 중립성’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하
지만 헌법은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달리 노동3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한의 정당성이 문제되었다.22) 이러한 상황에
서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속적인 노동조합 인정 운동
의 결과로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공무원노조법의 입
법적 모델로 작용하게 되었다.

에서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
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쟁
의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통한 산업평화 유지라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입법 목
적을 계수하였다.
22) 헌법적으로 보면, 교원의 교육권이나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교원이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원 이외에 사립학교 교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3조 2항이 모든 교원을 포괄
한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의 단체행동권 행사는 국민의 수업권
(헌법 제31조 제1항) 등 일반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
내지 기본권 제한의 법리(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
을 보여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취지에서 사립학교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
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가 기본권(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
니라고 판단하였다(헌재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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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상 개별
제도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령 자체는
195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근로관계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23) 다
만 ｢근로기준법｣ 이외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들은 1987년 헌법체
제에서 큰 변화들을 보여 왔는데, 그 주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정 이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사실 최저임
금제도는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이래, ｢최저임금법｣
이 제정되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의 규율 사항이었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제1항)”라고 규정하여, 최
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의 재량사항으로서 특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한하
여 도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재량사항으
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는 현실적으로 실시되어 오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최저 생활보장’의 징표적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법｣이 1986년(12월 31
일) 제정된 후 헌법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근로권에 포함되었다.
｢최저임금법｣과 유사하게, 헌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남녀평등 및 차
별금지에 관한 법령으로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
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
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일-가정 양립
23) 다만 ｢근로기준법｣은 1997년 당시 제정의 형식을 통하여 개정된 역사가 있다. 이
처럼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제정의 형식을 띠게 된 것은 1996년 개정 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흔히 노동법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유효
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노동계는 총파업
으로 대응하였으며, 일련의 과정 속에서 1997년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에 의하
여 1996년 개정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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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됨으로써 그 법적 성격이 변화하게 되
었다.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근로관계 규율 입법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경제․사
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들, 대표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자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이 구제 금융의 조건
으로 제시한 해고제한 완화와 파견근로의 허용이라는 노동보호 완화 조
치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그 명칭에서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지만, 입법 당시 파견을 허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후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취업조건의 서면의무화, 직접고용 의무 등과 관
련한 입법적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 당사자 및 학계에서 상당
한 논쟁들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파견법 제정과 함께 1998년 2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기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
장기금을 통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당금제도
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래에도 임금채권 보장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는 근로자 생활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범위의 체당금을 기금의 방
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파견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과 시간적 간격이 있긴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역시 경
제 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입법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이 양산되면
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
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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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년 이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무기근로로 전환 간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금지, 차별시정 등을 중심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4. 기타 노동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는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와 외환위기
라는 경제․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고용 영역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
되어 왔으며, 관련 입법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의
고용의 증진 …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는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할 입법은 물론이고 고용확대․실업대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고용증진 의무에는 적극적인 고용의
확대와 함께 고용의 하강기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권과도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다.
고용증진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 1월
13일 제정)을 시초로, 고용증진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고용정책기본
법｣(1993년 12월 27일)이 제정되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1994년 7월
1일, 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996년 12월 31일 제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1997년 8월 28일 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년 8월 16일 제정), ｢청년실업해소
특별법｣(2004년 3월 5일 제정, 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경력단절여
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년 6월 5일 제정) 등 연령과 산업, 국적을
고려한 다양한 층위의 고용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관련 법령들이 도
입되어 왔다.
한편 1995년 7월 1일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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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함께 근로자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보장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근로자 사
회보험을 탈피하기 위한 이론적 구성도 모색되고 있다. 이 외에 노후 소
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년 12월 1일 제정)이
도입되어, 기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대체하게 되었다.

제3절 1987 체제하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

1987 체제에서의 입법들은 노동3권 보장, 근로자 보호, 고용 증진 등을
목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달리, 노동입법 내 각 제도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구체
적인 법의 해석(사법부)과 집행(행정부) 과정 역시 외연적 확대와는 그
방향성을 같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1987 체제
하 노동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입법․사
법․행정상의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
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복수노조의 설립금지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반하고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약하는, 단결권과 관련한 노동권의 대표적인 제약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게 된 것은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하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한
1963년 ｢노동조합법｣(1963.4.17. 법률 제1329호)에서 비롯된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제3조 단서에 5호를 신설하여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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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도록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명시적으
로 금지하였다.
이후 복수노조 문제는 계속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오다가,24) 1997
년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
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경과 규정을 통한 유예를 규정하면서, 법이 허용한 노조 설립 자
유가 언제 관철될 것인지에 관한 노사 간의 치열한 논의들이 13년간 지
속되어 왔다.25) 다만 복수노조 문제는 헌법상 단결권에 관한 직접적 제
한으로, 복수노조 허용에 관한 법리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복
수노조 허용 이후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즉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법적 견해
들이 제시되었다.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복수노조 허용은 자주적 단결
권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24) 이후 1987년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법｣([시행 1987.11.28.] [법률 제3966호,
1987.11.28., 일부개정]) 제3조 제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
이하거나”를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조
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부정되었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25) 1997년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관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부칙 제5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
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경과규정
을 두어 그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기한이 경과된 후
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2001년 3월 2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01.
3.28.] [법률 제6456호, 2001.3.28., 일부개정]) 개정을 통해 기존 2001년 12월 31
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시행을 유예하였다.
이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0.1.1.] [법률 제9930호, 2010.1.1., 일
부개정]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여 시행 시기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
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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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게 된다.26) 이에 대한 법적 공방들은 크게 후
자의 제한이 ‘본질적’인 것인지,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총론적 차원에서의 대립 이외에도, 복수노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노사 및 학계의 논의들은 지금까지 지속되
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소위 “노동부 매뉴얼”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27) 노동부의 매뉴
얼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부가 매뉴얼에서 복수노조
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들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행정부의 매뉴얼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이를 관할하는 행정
부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현실적 영향력은 물론, 이후 사법적 판단
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 양상들에 법적 원리들이 개입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노사 자치주의에 근거한 합의들
이 복수노조 시대에는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고, 법적 판단을 거쳐야만
하는 ‘분쟁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28)
26) 노동계에서는 다수 노조라 하더라도 단결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
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약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노총 정책실(2011.1.6.), 노동부 ‘복수노조 업무 매뉴
얼’ 비판].
27) 2004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노동법학계의 논의에서 잘 나타나
듯이, 노동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학계의 찬반 양론이 발생하는 것은 2000년
대 이후 한국 노동법학계의 보편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수노조 관련
매뉴얼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법의 해석에 있어 행정부의 과도한 가이드
라인 제공은 아닌지에 관한 노사 양 당사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였으며, 이
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28)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
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노사 분쟁을 넘어서 노노 관계에서의 분
쟁도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의 법적 관점은 이러한 분쟁들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반
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도의 법기술적 영역’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든다. 그리고 제도 시행 5년이 넘은 지금 이와 같은 노동분쟁의 발생 또는 해
결 과정에서 생기는 대립과 분열, 그리고 갈등이 자율교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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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노동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
러므로 전형적인 시민의 권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며, 개별적
자유를 집단적 자유로 확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
서 보면 개별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것과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특히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집단적 노무제공을 규율하고자
하는 방식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로
서,29) 현재 판례는 쟁의행위 자체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이 되지만,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
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다.30)
이러한 쟁의행위 형사처벌에 관하여 노동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
대한 제한으로 그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학계에서도 쟁의
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지속적 재검토가 주장되어 왔다. 한편 판례에
서는 쟁의행위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목적
이 정당하여야 하며, 절차상의 요건을 준수함과 동시에, 수단․방법상의
요건들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판례의 주된 경향은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을 제한하는 방향
과 비교하여 저평가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도 든다.
2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쟁의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되지만, 노조 또는 근로관계를 둘러
싸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노조집행부
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급휴
일로 오인케 해서 출근을 못하게 한 사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이력서 등을 위조한 사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2
도58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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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 듯하지만, 판례 중에는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적 노무 부제
공도 업무방해죄’로 판단하는 등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 온 것은 아니
다.31) 다만 2011년 ‘근로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
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
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
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
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업무방해죄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32)
다.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에 대한 제한으로 대표되는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쟁의조정법｣
이 제정된 후 2006년 법개정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제정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직권중재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① 운수
사업, ② 통신사업, ③ 수도, 전기 또는 가스공급사업, ④ 의료 또는 공중
위생사업 등 4가지에, 추가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그 사업

31) 대법원 2010. 4. 9. 선고 2007도6754 판결에서는 업무복귀확인서의 제출을 집단
적으로 지체한 행위를 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면서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평석으로는 정인섭(2011), “쟁의행위가 아닌 집
단적 노무 부제공도 업무방해죄”, 노동법학 제37호 노동판례 리뷰 참조.
32) 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서는 “근로자들이 집
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
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
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
서 변경한다”라고 하여 기존의 법리들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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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폐가 국민경제를 위태하게 하거나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제4조). 이후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되다가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33)
공익사업의 범위 변동과 관계없이 직권중재제도는 노쟁법의 제정 이
후 2006년 노조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인 제도로 유지되었다. 2006년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이후 직권중재제
도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업무유지제도로 전환되었다. 2006년 노조
법 개정에서는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
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34) 이러
한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쟁의행위권 보장과 그
제한을 통한 공익 보호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과도
33) 1963년의 법개정(1963. 4. 17. 법률 제1327호)에 의해서 체신, 전매 및 조폐사업,
유류사업,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이 추가되었고, 1973년 법개정(1973. 3. 13. 법
률 제2608호)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한 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종전까지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법 제4조 제2항),
시행령에서는 석탄광업․산업용 연료사업․정부투자기관이 행하는 사업․국가
가 출연하는 연구사업 등을 추가하였다(시행령(1973. 7. 2. 대통령령 제6746호)
제1조의2). 1980년 법개정(1980. 12. 31. 법률 제3351호)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
가 ① 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③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
증권거래 및 은행사업으로 축소되었고, 시행령(1981. 1. 29. 제10189호)에서도 석
탄광업․산업용 연료사업, 정부투자기관이 행하는 사업 및 국가가 출연하는 연
구사업으로 변경되었다. 1986년 법개정(1986. 12. 31. 법률 제3926호)에서는 방
송, 통신사업이 다시 추가되었고 1987년 법개정(1987. 11. 28. 법률 제3967호)에
서는 1986년법상의 석탄광업, 산업용 연료사업, 증권거래사업이 제외되고, 운수
사업이 공중운수사업으로 축소되었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7. 3. 13. 법률 제5310호)에 의해서 필수공익사업제도로 변화하여 공중운수
사업이 철도(도시철도 포함),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2000. 12. 31.
까지)으로 다시 축소되고, 정유사업이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으로 축소되었
으며, 은행사업은 2000. 12. 31.까지만 직권중재의 대상으로 되도록 하고 한국은
행만 남겨두었으며 방송사업이 삭제되었다. 2006년 법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제
도는 그 의미가 변질되기는 하였으나 범위가 확대되어,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
급사업이 추가되었다.
34) 법제처 사이트 개정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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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이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35)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필수공
익사업장에서의 파업과 관련된 일부 판례들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권을 제한하던 직권중재제도’의 틀 내에서, 그 연장선상으로 필수유
지업무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듯한 결정도 있어서, 그 법리적 타당성에
관한 논의들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36)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요 쟁점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성장기의 한국사회에서는 ‘전일제
-정규직’이 기본적 근로자상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은 소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를 유발하였으며, 이
에 따라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노동법의 난제(難題)로 나
타났다.
비정규직(또는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
므로 그 정의에 관해서는 논자(論者)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기존의 전
일제․종신고용․단일 사용자라는 징표에 의한 전통적인 근로자상에서
벗어난 고용 형태를 비정규직으로 보며, 일명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기간
제․파견․단시간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37) 이 중 파견․기간제․단시
35)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386․387․388․389․390․391․
392․393․394․451․452․453․481(병합) 결정.
36) 2008년 1월 1일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총 4건으로
2009년 철도공사 파업 사건, 2009년 가스공사 파업 사건, 2013년 철도공사 파업
사건, 2013년 인천공항공사 파업 사건이다. 2011년 업무방해죄에 관한 전원합의
체 판결 이후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에 관한 사례들에서는 모두 이 판례를 인용하
고 있지만 그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할 것인
지는 현재에도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37)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 사항은 ① 근로자성의 인정, ②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 ③ 근기법 제50조의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형태, ④ 근로계약상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관리 또는 지시를 받을 것 등
이 요구된다. 그리고 앞의 ①과 관련해서 특수고용형태 종사, ②와 관련해서 기
간제근로자, ③과 관련해서 단시간근로자, ④와 관련해서 파견근로자 및 수급인
의 근로자 등이 문제된다(이하의 내용은 박수근(2011), “변형된 분리직군제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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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근로자는 파견법과 기간제법(기간제․단시간)의 등장으로 법률 해석과
입법적 개선 방안들이 논의된 반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소위
‘근로자성 문제’라고 하는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논의들이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다.
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보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이하 특고)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자를 말하는데,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15년여간의 논의를 거치
면서도 이에 관한 용어조차 정립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이 영역에서의
논의가 얼마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고 있다.38) 특고를 법
률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특고가 외형은 자영인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특고의
경우 실제 사용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
무공급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방치되고 있다.
특고에 관해서는 입법적 논의와 법해석적 논의가 각각 분리되어 이루어
져 왔는데, 전자의 경우 주로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
며,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근로자성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특고에 대한 입법적 논의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노동법상 보호
하는 특고의 범위,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산재보험 혜택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입법부와 노동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008년이 되어서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
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39) 그 다음으로 법원은
동법의 적용”, 노동법연구 제3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p.261 참조).
38) 이에 관해서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고용인,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용어
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통칭 ‘특고’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있다. 한편 특고라고 줄
여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왔다.
39) 초기의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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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소위 ‘위장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판단
하여 왔다. 하지만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과 행태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40)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실효성 있고 통일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41)
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
디 등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포함
하였고, 2015년에는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
프장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
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및 주로 하나의 대리운
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산재법 시행령 제125조). 다
만 이러한 업종별 접근법이 특고의 전체적인 보호 방안 수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특례조항’으
로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② 전속성, 계속성, 비대체
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③ 시행령상 적용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이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
지 않고, 이러한 입장이 특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40) 초기에 특고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법원은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판
례법리는 학습지상담교사에 대해 “상담교사는 상담교사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
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회비의 수금실
적에 따라 개별 지급되고 있고,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이 정하여진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고의 근로자성을 대부분 부인하였다. 그 밖에 골프
장경기보조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보험모집인(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레미콘기사(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
57959 판결), 지입차주(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오토바이퀵
서비스종사자(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한국방송공사 드라
마제작국에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
27671 판결) 등의 사건에서도 특고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다툰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강성태(2007),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
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pp.103～
104 참조.
41)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있어서도 골프장 캐디에 대해 소속 회사와의 종속성을 인
정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전국학술지산업노동조
합사건(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학습지상담교사(서울행정
법원 2003. 6. 12. 선고 2003구합537 판결), 방송국 구성작가 및 MC(서울행정법
원 2002. 4. 30. 선고 2002구합13079 판결)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소정의 근로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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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견근로자의 법적 규율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로 노동법에서 파견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은
가장 치열한 부분 중 하나이다. 위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들에서는 이러한 치열한 논쟁을 반영
하듯, 다양한 법리들을 통하여 파견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주요 판결로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조항
을 적용한 예스코 사건42), 묵시적 고용관계의 성립은 부정되었으나 근로
자파견으로 인정하여 직접고용간주를 인정한 현대차 사건43), 원 고용주
와 사내협력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불과함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된 근로자로서의 지위
를 확인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근로자 사건44),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고 직접고
용관계를 인정한 남해화학 사건45), 철도공사가 철도유통 등 하청회사에
KTX 여승무원의 업무하도급을 준 사건에 대해 철도공사와 KTX 여승
무원들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KTX 여승무원 사건46)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법리들은 노동법적으로
볼 때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하고, 해석적 견해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그래서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제시되더라도 뿌리 깊
게 자리 잡은 노동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
고 있으며,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
다.47)48)
42)
43)
44)
45)
46)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
96922 판결
47) 노상헌(2015), “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파견법ᆞ고용보험법을 중
심으로”, 노동법학 제56호, 한국노동법학회, p.46.
48) 이 외에도 파견근로자 파견시정에 관한 판결들, 예컨대 성원티비(금호타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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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간제․단시간근로의 법적 규율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증가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연
화 정책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급증하였다. 종래 근로계
약의 기간 문제는 주로 일시적 필요성 또는 전문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기간제․단시간근로에 대
하여,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 규율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면서 그 활용
여지를 줄이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력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하여 엄격한 법적 규율을 반대하는 입장도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기간제․단시간근로에 관한 가장 큰 전환점은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기간제법 제정 이후에도 기
간제 2년 제한의 적정성,49)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50) 초단시간근
로 등 단시간근로에 대한 예외 설정의 적정성,51) 차별시정제도의 실효
건(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9413 판결) 등에서도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파견사업주의 영
세성이나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로 실제 차별시정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그래서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분쟁 중 직접고용의무 사건에 비하여 차
별시정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49)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기간제근로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4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50) 2005년까지는 법원은 주로 근로계약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세어학당 사건(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과 한흥학원 사건(대법원 2003. 11. 29. 선고 2003두9336 판결)에 불과하였
다.
51)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가 없어 강
학상으로 ① 초단시간근로자(이승욱(2012), “단시간근로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수근․김근주
(2014), “자발적 단시간근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법학논총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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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52) 등 다양한 차원에서 법적 문제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률적 문제 이외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고
용률 제고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단시간근로 확대를 통한
고용률 증진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즉 2008년 일자리 나누기 정책(Job
sharing), 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상용형 단시간근로 확대 정책
등이 기간제법상 보호 법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바 있어 이를 어
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현재까지도 문제되고 있다.
라. 해고법제의 완화

직접적인 비정규직 문제는 아니지만, 1987 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영역은 해고법제이다. 해고법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
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동보호제도이다. ｢근로기준
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해고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통하여 근로자
를 보호하여 왔는데, 1997년 이후 해고법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기조에는 구조조정, 정규직 과보호
론, 인력의 유연화 등 기존의 해고법제를 둘러싼 담론들과는 다른 차원
의 논의들이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변화점은 1997년 경제위기였다. 1997년 IMF는 정부와의
협약에서 경영상 해고제한 법리의 완화와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② 극단시간근로자(박지순(2014), “단시간
근로의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포럼 제1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③ 협의의
단시간근로자(하갑래(2014), 근로기준법전정 제26판, ㈜중앙경제) 등이 사용되
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 관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적용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초단시간근로가 확대될수록 그 제외의 적
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근주(2015),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 법학논총 제32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
52)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관련 판결에는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실 제공과 도서관
이용문제는 사용자의 편의제공 차원이라고 본 사건(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4.
2008차별7), 전적위로금은 위로금 차원으로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본 사건(중
앙노동위원회 2011. 1. 27. 2010차별22,23), 명예퇴직 인센티브나 자녀대학학자금
은 정년근무를 전제로 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서
울행정법원 2010. 3. 2.선고 2009구합26234 판결)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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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단계 구조조정’ 방
안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 규정이 도입되었다.
종래 경영상 해고는 판례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는데,53) 입법화를
통하여 명문의 법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경영상 해고는, 적어도 법조문상으로는 과거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해석하는
판례에서는 개별 요건들의 유효성을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이른바 4요건
설)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른바 4요소설)에 따라 왔으며,
이에 따라 대량의 경영상 해고가 정당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54)
이후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해고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근로자 해고 시 서면통보 의무화, ②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
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③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고
용 등 해고보호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이러한 명문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용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55)
한편 최근에는 ‘통상해고’를 둘러싸고,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법리
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1월 22일 발표
한 이른바 ‘통상해고 지침’은 성과중심 인력관리의 공정성에 기반하여 통
상해고의 정당성을 다루고자 하였지만, 노동계로부터 ‘쉬운 해고’를 도입
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판받으며,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56)
53) 1997년 개정 전의 통설 및 판례는 소위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 노동
조합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다[임종률
(2016), p.535].
54) 판례는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건의 구비 여부를 전체
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908 사건), 일부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다.
5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등; 강성태(2015),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근로시간․해고․취업규칙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
56호, 한국노동법학회,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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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 결

1987년 헌법체제 이후, 노동법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단순히
집단법과 개별법을 넘어 고용법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노동법은 ‘보호’의 원리에 입각한 개별적 근로관계의 규제와 ‘자치’
를 그 기본적 배경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율을 포괄하면서, 노
동시장에 관한 합리적 ‘조정’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법의 확장은 그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상 노동조항은 노동법이 기본적으로 집단과
개별이라는 양 축 밑에서 자치와 보호의 원칙 아래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즉 노동법의 방향성에 관한 지속적인 지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57)
우리나라 노동법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56) 이처럼 고용보호 완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학계에서는 ‘근로계약법제’ 논의가 제
기되고 있다. 근로계약법의 법제화 논의는 2008년 노동계약법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헤이세이의 불황에 따른 비정
규직 근로자의 급증, 노동조합의 기능 저하, 개별적 인사관리의 확산 등 근로계
약과 개별합의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에 2007년 노동계약법의 제정에 따라 개
별근로관계의 서면합의식 근로계약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감독상의 기준이 없는 점, 실제 근로계
약에서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기 힘든 현실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의
대상이다.
57) 이에 관하여 일본 니시타니 교수는 “노동법은 그 목적에서 보면, 종속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수단은 사용자의 단독결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설이 노
동법의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고용보장법은 국가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
는 중요한 주체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부수적이다. 하지만 이 영
역은 각종 노동보험법과 함께 노동법의 외곽에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단독결정을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노동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용보장법을 노동법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이것에 의해
노동법의 핵심 부분의 성격이 애매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노동법의 핵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니시타니 사토시(2016), 노동법
의 기초구조, 박영사,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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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보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상 노동조항들은 법률에 의한 근로조건 보장과 사회
적 약자의 보호(근로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노동권)이라는 목적하에
서, 노동법이 노동보호법이자 집단자치법이 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
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전까지는 다양한 법령 등이 제정되고, 종
래 노사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제도들이 폐지되는 등 노동권에 있어
서의 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1997년 IMF체제 이후 고
용유연화의 풍랑 속에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보호가 완화되고 비정
규직 문제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노사관계에 관한 과도한 법적 개입으로 인하여 노사 자치주의
가 훼손되는 등 현재 노동법의 모습은 1987년 헌법이 제시한 방향성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이다. 1999년 교원노조법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은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으로 작용하였는데,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하여
2016년 현재 양 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법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 노동조항
에 따라서 제정된 후속 입법들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과 그 수준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용상 여성의 차별과
임금 수준 문제들을 살펴보면, 1987년 헌법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단
지 연혁적 의미를 넘어서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보다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이러한 헌법상 노
동조항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87체제의 회복’
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노동조항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근로에서의 약자 보호’
라는 노동법상 전통적 이념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법상 제도들로 인하여
‘사법화’ 경향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유연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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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심화되고 있다. 1987년 헌법상 노동조항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
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별적 제도들에 대하여 헌법적 가치를 투
영하면서, 현재 노동법의 방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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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제1절 문제제기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국가, 기업, 조직, 개인 등 복수의 사회적 층위
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다원적 의사결정과 복합적 교섭, 사회경
제적 교환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장은
복잡한 의사결정의 층위에서 가동되며, 크게 보아 국가나 사회 제도를
포함하는 거시 수준의 상호작용과, 기업이나 업종, 혹은 산업이라는 좀
더 미시적인 차원의 장으로 구성된다(장홍근 외, 2015). 거시 수준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사회적 장’(social space)을 ‘노동체
제’(labor regime)라고 본다면 ‘작업장체제’(workplace regime)는 기업이
나 조직 수준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사회경제적 교관, 경
쟁과 협력의 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체제는 국가 수준의 거시적 교섭의 장은 아니며, 이곳에서 일어
나는 미시적, 개별적 결정이 사회 전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노사 간의 경제
사회적 교섭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공유되거나
모방, 전이, 혹은 확산되면서 거시적 노동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미시 수준의 사회경제적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의 집합적 결과는 궁
극적으로 거시 수준 노동체제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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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금, 고용 조건, 고용 등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핵심 의제들이
주요 산업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적 패턴으로 조
직된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대기업의 작업장체제는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 산업이나 업종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
친다.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들 간에 어떠한 거래와
집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익과 부담의 배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연유한다.
오늘날 한국의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가 형
성된 역사적 계기는 1987년 전후의 정치적 민주화를 배경으로 진행된 대
기업에서의 대규모 파업과 노사 갈등,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
기 시작한 현장 질서와 사회적 교환의 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른
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규모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
력을 획득하기 시작한 기업 중심의 노조와, 이미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던 독과점 재벌기업들 간의 수많은 갈등과 파업,
협약과 교환을 통해 형성된 작업장체제는 이후 한국 노사관계에서 독특
한 제도적 진화의 경로를 규정해 왔고, 이렇게 형성된 작업장의 교섭과
타협의 틀은 ‘1987 체제’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형성된 대기업의 작업장체제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출 부문의 제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제도와 관행이 축적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 또한 이 체제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거시적 사회에
거시 수준에서의 새로운 법제도 도입과 노동체제 변화가 이어지고, 이러
한 변화가 다시 작업장 수준에서 피드백되는 역동적 과정이 지금까지 이
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노동체제 성격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
과 새로운 도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87년을 기점으로 형성, 진화해
온 작업장체제의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가 한국의 노동
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냈고, 향후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
한 고찰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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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된 작업장체제의 성격과 그 영향
을 생산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1987 체제의 핵심 축이 된 대기
업 중심 위계적 작업장체제(workplace regime)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 중심의 위계적 작업장체제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제도
수준에서 한국의 노동체제에 일으킨 제도와 관행의 역동적 전개를 이해
하고, 이러한 변화가 1987 체제에 대해 어떠한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제
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작업장 조합주의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왜곡 문제가
사회적 대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유리되는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어떠한 균열과 모순을 재생산하게 되었고, 이러한 미시적 모
순이 어떠한 거시적 사회 대화체제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는지를 보
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 수준에서 대화와 타협, 적응력 있는 교섭을 통해 노동시
장과 노사관계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거시적 제도와 타협의 기구들이 능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변화를 주
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노동체제에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다. 대기업 작업장의 대결적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교착 상태
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 왜곡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계층
화’(stratification)와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노동시장 참여와 이익의 배
당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사회 집단들과의 구조적 격차 확대가 사회적 모
순과 부담을 축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견고히 구
축된 작업장 조합주의가 조직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근로 조
건 개선,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조합
주의의 부담을 기업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위계적, 신분적 노동체제가 고
착화된 과정을 역사적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체제는 그 긍정적 성취를 잠식하는 노동시장의 균열과 모순을 해소
하고, 대기업 중심 작업장체제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집단 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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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해소하며, 보다 적극적인 노동 기회와 참여의 길을 열어 가기 위한
능동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작업장체제
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능동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전체 사회 수준에서 보다 강력한 사회 협약을 통해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
제점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제2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과 기제

1.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업장 조합주의’(company corporatism) 개념을 설정한다. ‘조합주의’
개념은 근․현대 국민국가의 이익집단 정치를 이해하는 이론의 일부로
발전해 왔다(Streeck et al., 2006; Thelen, 2014).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조합주의는 노동이나 자본 등을 대표하는 ‘조직적 이익집단’과 ‘국가’ 간
에 구조화된 제도적 관계와, 이익의 교환이나 배분, 갈등의 조정 등을 이
해하는 이론적 프레임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조합주의는 국민국가 수
준에서 이익집단들이 잘 조직되어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추구하는 이익 조정 정치의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Katzenstein, 1985). 이에 반해 조합주의 개념이
기업 수준에서 조직된 이해집단들 간의 교섭과 경제적 이익 조정의 기제
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활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산업과 기업 수준에서 경제력의 고도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주
요 산업에서 한두 개의 기업집단과 이들을 중심으로 잘 조직화된 이익집
단들의 의사결정이 국민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고
도 독과점 경제체제에서 조합주의적 이익정치 기제는 국가나 산업 수준
뿐 아니라 기업 수준에도 깊이 침투되어 경제사회 시스템의 특성을 규정
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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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체제를 주도해 온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작업
장 조합주의 개념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변용하
여 한국의 작업장 교섭과 노동체제의 역동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 조합주의는 핵심 이해 당사
자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잘 조직되어 있고 두 핵심 당사자들 간의 ‘권
력 자원’(power resources)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작업장을 중
심으로 형성되는 노사관계의 규칙과 경제사회적 교환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합주의의 개념을 작업장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1987 체제의 사회적 성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한국의 1987 체제는 대기업의 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권위적
노동체제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핵심 동력을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
조는 작업장의 조직과 권력 자원, 그리고 생산 과정의 각종 관행과 규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사회’가 ‘직업사회’보다 앞서 형성된 한국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일
방적인 작업장 통제에 눌려 있던 노동자들이 그들이 입사해서 훈련받고
배치되어 함께 일하던 일터와 ‘직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산업이나 업종 등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평적 노동시장의 조직보다 직장과 작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성장하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주의
(company unionism)로 조직된 것이며, 이는 한국의 기업사회 진화의 역
사적 특성을 반영한다.
1987 체제가 직장을 중심으로 성립됐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의 산업
화가 국가와 기업의 인력 양성체제를 기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노동력의 양성과 노동시장의 형성이 직업과 숙련 시장이 아
닌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특정 산업과 시장에
서 지배력이 월등하게 큰 소수의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에 맞는 기술과 숙련을 갖추었기 때문에 취업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를 졸업하고 ‘사원’이나 ‘훈련생’
으로 입사하여, 기업 입사 시기나 훈련 기수에 따라 선후배와 동료로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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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서열 사회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조직된 것은 이
미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사회의 힘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었다. ‘직업
사회’보다 ‘기업사회’가 먼저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자연히 기
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조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교섭 결과를 따르거나
추종하는 고도의 피라미드형 교섭체제가 강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작업장의 사회적 조직은 작업장 조합주의가 동질적 노동자
들을 한꺼번에 고용하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착한 핵심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조직된 한국의 대기업 작업장들은 일정한 부분 외부 세
계와 구분되는 회사 중심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교섭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 조직과 대변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
에서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를 ‘작업장 조합주의’, 혹은 ‘미시적 조합주
의’로 부를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87년 이후 한국의 주요 제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업장체제의 성격을 작업장 조합주의라는
개념의 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조합주의
와 마찬가지로 기업 수준의 작업장 조합주의도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패
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Visser와
Hemerijck 등이 거시적 조합주의를 연구하는 데 활용했던 조합주의의
유형화 방식을 변용하여 한국의 대기업 작업장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을 ‘이해 조정 능력’과
이익 대변 조직의 ‘조직화 수준’을 축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해 보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
준을 설정한다. 첫 번째 기준은 핵심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화, 제도화 정
도이다. 조직화 수준은 노조가 잘 조직되어 있고, 종업원 수가 많으며, 사
업장이 집중된 대기업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준
은 조직화된 세력들 간의 이해 조정 능력이다. 이해 조정 능력은 당사자
들의 이익뿐 아니라 이들과 긴밀하게 연관된 산하 조직들의 이해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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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화

자료 : 필자 작성.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능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업장 조합주의를 유형화한 것이다.
노동의 조직화 수준과 노사의 조정 능력이 다 높은 경우를 ‘적응적 조합
주의’로, 두 능력 모두 취약하여 시장의 수급과 사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
어지는 경우를 ‘시장 중심의 조정’으로 가정한다. 다른 한편 노동의 조직
화 수준은 낮은 반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회사 중심의 일방적 노사관
계가 지배하는 경우를 ‘사용자 주도의 조합주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조직화 수준은 높은 반면 조정 능력이 결여되어
상호 대결적인 교착과 교섭 상태로 노사관계의 균형이 형성되는 경우를
‘교착적 조합주의’(truncated corporatism)로 본다(Visser and Hemerijck,
1997; Hemerijck, 1995; 박준식, 2016; 장홍근 외, 2015).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작
업장 조합주의는 87년 이전 사용자 주도의 일방적 조합주의로부터 작업
장의 민주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조가
정착되어 노사 대립이 심화되는 ‘교착적 조합주의’로 전환되었다. 87년
이후 사용자 주도의 일방적 조합주의가 붕괴하고 이어서 전개된 작업장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권위주의 체제의 퇴조와 뒤이은 작업장의 민주화
움직임이 생산 현장에 밀어닥침으로써 일어난 폭발적인 연쇄 파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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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노동자들의 조직화 요구가 수용되는, 이른바 ‘자발성’의 성격이 매
우 강하였다. 한 마디로 1987 체제는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준비에 따른
점진적 제도화가 아닌 급진적이고 자발적인 변화의 측면이 강하였고, 이
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변화’로 규정할 수 있다.
1987 체제의 갑작스런 도래로 작업장 정치에서 권위주의의 퇴조와 민
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후 한국의 작업장체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 노동 세력과 기업이 작업장 질서의 전반적인 요소
들을 단체교섭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작업
장체제의 획기적 변화로부터 촉발되어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의 작업장체
제는 대기업의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대기업 노사의 조
직화는 유연한 작업장체제로 전환되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주도하는 대
결적 교섭 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교착적 조합주의를 공고화하였다.
교착적 조합주의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년 반복되어 온 폭발적 노사 갈등을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갔다. 교착적 조합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안정
적인 성장과 지급 능력의 신장이 존재해야 했다. 이 시기의 한국의 대기
업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근
로조건 개선 요구를 상당한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이러
한 환경하에서 한국의 대기업 노사는 작업장의 자율적 조정 역량을 신장
하는 적응적 조합주의가 아닌,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
기 위해 노력하는 대결적 교섭 전략을 반복해 왔다. 그 결과 이해 당사자
들 간의 조직화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이해 조정 능력은 매우 낮은, 대
단히 경직되고 교착적인 작업장체제로 진화한 것이다.

2. 작업장 교착의 기제
한국에서 작업장 조합주의의 교착 구조가 오늘날의 패턴으로 견고히
조직화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노동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4-2]는 작업장 교착 구조의 출현과 정착의 기
제를 도식화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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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부 경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작업장 조합주의의 교착
구조는 87년 이후 한국의 기업들이 경험했던 독특한 단절적 경제 성장의
환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87년 전후 권위주의 정치
의 퇴조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업을 중
심으로 그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회복되고 대기업 체제
에서 고질화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노동 인권 억압의 구조가 급속히
해체되었다. 그러나 작업장 통제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97년
의 IMF 금융위기와, 2008년 전후 세계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커다란 경
제 위기를 통과하였다.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두 번의 경제 위기는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그
결과 대량 해고와 고용 불안정, 임금의 삭감이나 동결, 그리고 급격한 고
용 위축 등 노사의 불신과 대결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고영
선․최경수 외, 2007; 김혜원, 2007). 한국 대기업의 작업장에서 97년의
IMF 경제위기와 연이어 벌어진 급격한 구조조정은 경영에 대한 노동의
불신을 심화시킨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 이 시기에 한국 기업들은
고도성장 시기의 과잉 투자로 인한 경영 위기를 대규모 해고와 인원 정
리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과격한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 기업 부실
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경영 합리화의 1차 대상이 되는 상
황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이후 해고와 인위적 고용 감축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 경제위기는 대규모 해고를 동반한 인위적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작업장체제에서 노사의 불신을 결정적으로 심화시
킨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이후 한국 대기업의 노사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호 불신과 대결이라는 양보 없는 갈등 전선을 구
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호 교착적 노사관계와
상호 불신의 구조가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배규식 외,
2008; 장홍근, 2014b).
다른 한편 이러한 불신체제는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국제 경
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기존 작업장체제의 외부에서 모색
하도록 만드는 커다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 대기업들의 전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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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안은 국내의 교착과 불신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하여 노사관계의 비용과 부담을 피라미드적 생산체제에서 교
섭력이 취약한 부문으로 적극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안은
생산 기반의 대대적인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실제
선택은 이 두 가지 방안 모두를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위계적 불신 구조를 더욱 심
화시키고, 기업 간 노동 이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장벽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노사 간, 노노 간의 불신을 심화시켜 유연한 생산적 교섭보다 기
존의 이익을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교섭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김재훈, 2005).
다른 한편 대기업들 사이에 생산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에서의 추가
적 고용 창출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조기업들은 그들의
주요 생산 거점들을 대거 해외로 이전하는 대대적인 글로벌화 정책을 추
진해 왔다.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은 노조의 조직력이 강한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같은 주요 제조업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기업
들은 국내의 제조와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보다 중국 등 주요 저임금 신
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과 더불어 세계 시장을 겨냥
한 규모의 경제체제 구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제
조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과 투자는 거의 확장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던 산하 기업들의 대규모 동반 진출로
고용 창출은 정체되었다(조성재 외, 2008; 윤윤규 외, 2008). 그 결과 87
년 이후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지
지 않은 채 기존의 생산 조직만으로 국내의 수요와 해외의 일부 수요를
충당하는 고용 정체 상태가 구조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장 간 노동시장의 이동이 멈추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이 더욱 두터워졌다.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에 안정적으로 통합된 노동력과 그 체제에 편입될 수 없는 부문 간
에 경제 및 사회적 격차가 고착화되는 상황이 심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장의 구조는 작업장 교섭을 운신의 폭이 좁은 불신의
구조로 응결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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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작업장 교착구조의 출현과 재생산 기제

자료 : 필자 작성.

이러한 작업장체제는 1987 체제가 형성된 이후 거의 30여 년에 걸쳐 경
제적 환경이 서서히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온 것으로, 유럽의 선
진국들이 80년대 초반에 겪었던 산업 생산 및 복지국가 체제의 위기와 상
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제조 선진국들은 경직된 조합주의적
교착의 구조를 탈피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거시와 미시 수준에서 노동시
장 혁신을 위한 유연한 정책과 전략들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고용과 생산
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유연하고 적응적인
조합주의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장홍근 외, 2015; 박준식, 2016; Visser J. and Hemerijck, 1997).

제3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진화

1. 권위주의의 붕괴와 작업장체제의 민주화
1987년 이후의 작업장체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 작업장체제의
모순 극복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체제의 진화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노사분규는 억눌린 노동자들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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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요구였지만, 권위적 노동통제 및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시민권 회복, 그리고 노사의 힘의 균형을 되찾는 것에서 주
요한 동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억압적 작업장의 모순과 한계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그 동력은 대규모 민간 사업장들,
공기업,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작업장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정규직 노동
자들이 있었다.
작업장체제의 민주화는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대
규모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획득하였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
를 통해 기업 단위에서 단체교섭 제도와 강력한 노조의 조직화, 정규직
의 고용 보장,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 작업장 권력과 이익의 분점, 그리
고 정규직 신분의 안정이라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87년 이후 IMF
경제위기 직전에 이르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대기업 중심의 교섭체제,
자동적 임금 인상과 분배 교섭 등 기업 중심의 조합주의 기제가 빠른 속
도로 확산되었다. 폭발적인 노사분규와 정치 및 사회적 불안정에도 불구
하고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상
황에서 대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요구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
도 작업장체제의 민주화를 촉진한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작업장
체제의 민주화는 9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초유의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
를 극복하기 전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왔다.
작업장 조합주의가 빠르게 제도화된 또 하나의 요인은 대기업 노동자
들을 신속하게 통합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격렬한 노사분규를 거치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공권력 의존, 사
적 감시와 통제, 폭력적 개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노조만 강
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권위적 통제 중심의 노무관리 방식
으로부터 현대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권위주의 시대의 무차별적 통제와 작업장의 인권 유린, 폭력적이고 음모
론적인 방식의 노조 탄압이나 노동조합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한 기업들이 인사 및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합리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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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복지, 단체교섭, 성과 배분 등에서 기업의 성과를 대기업 정규직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대기업에서는 형식적으로 급진적이지만, 내용적으로 실리적
인 단체교섭과 파업, 지루한 임금 협상이 노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한 ‘합리적 관행’(rational ritual)과 ‘게임의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 이러한 관행들은 노조의 유무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지만, 무노조
사업장들의 경우에도 선도 기업들의 ‘패턴’을 추종하거나 모방하는 방식
으로 비교적 신속한 변화가 이어졌다. 노조가 강한 사업장들에서는 노조
의 압력과 노사의 교섭이 작업장의 합리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변수였
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인사노무의 합리화와 전문화, 그
리고 사용자들의 상대적 주도성이 두드러졌다.
노동시간과 일하는 방식에서의 합리적 변화도 비록 빠른 것은 아니었
으나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장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완화되어 왔고, 일하는 방식에서도 절대적 노동시간
의 연장보다 노동시간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3개 조가 24시간을 쉬지 않고 맞교대로 일하던 노동 방식들도,
3조 4교대, 4조 2교대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제도로 다원화되기도 하였
다(문국현 외, 2005).
작업장체제의 타협 중 최근에 가장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자동차산업에
서의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이었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진행된 일하는 방식의 타협과 교섭은 모기업에서의 변화가 2차, 3
차 하청기업들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매우 컸다.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
제도의 도입은 작업장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박태주, 2014).
그러나 대기업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파업과 지루한 단체교섭은 상대
적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한 정규직들 중심의 조직화된 행동으로 인식되
어 ‘노동개혁’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의 중심에서 점차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과 물질적 요구가 더 이상
사회의 진보적 동력을 만들어 낼 명분과 공감 영역으로부터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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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와 작업장체제의 사회적 장벽을 심화시켜 노동 문제는 한국사
회가 직면하는 다원적 과제들 중의 하나로 그 위상이 변화되었다.
작업장체제의 민주화는 기업사회에서 노사의 권력 균형과 경영 전략
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변화의 핵심은 노사 간 권력 관계에서 힘의 불균
형을 상당한 부분 재조정한 것과 더불어, 노사관계에 대한 기업들의 인
식과 전략의 현대적 전환을 강제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
의 민주화는 기업들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노사 및 고용관계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작업장체제는
작업 현장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2. 경제위기와 경영의 전략적 전환
가. 인사노무의 현대화

한국의 대기업들이 작업장의 권력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
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7년 IMF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초유의
경제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기 시작한 이후로 볼 수 있다. 87년이 ‘작
업장체제 민주화’의 전환점이었다면, 97년의 경제위기는 ‘작업장체제 현
대화’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가 노조의 주도권을 강화한 계기였
다면 후자는 경영의 주도권을 강화한 결정적 계기였다. 작업장체제에서
경영의 주도권은 경영전략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면서 전개되었다.
작업장체제에서 통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은 전방
위에서 전개되었다. 기업들의 대응은 좁은 범위에서 노사관계나 인사관
리라는 영역뿐 아니라, 가치 사슬과 생산 전략, 경영 전략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면화되었다. 그러한 전략들은 작업장체제의 권력 관계 변화
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패러다임과 전략 자체의 변화로도 이해될 수 있다(김훈․
박준식, 2000; 박준식, 2001; 이종선, 2002; 이주희, 2002). 이 시기에 진행
된 작업장체제의 변화 중 주목되는 것은 인사와 노무관리의 ‘합리화’, ‘전
문화’로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대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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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주먹구구
식 현장 노무관리와 권위주의적 통제의 명백한 한계를 인식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변화를 서둘렀다. 이에 덧붙여 10여 년
만에 또다시 닥친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작업장체
제에도 강력한 ‘효율화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경제위
기의 진원이 작업장체제의 문제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경제위기
는 본질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파급과 영향
은 기존 작업장체제의 본질과 운영 방식에서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다(그림 4-3 참조).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
사노무관리 기법을 도입하였다. 과거 인사와 노무관리 영역은 기업의 경
영기능과 조직에서 큰 중요성이 없었으나,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채용부
터 승진, 정년과 이직을 포함한 종업원 관리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
리 시스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인사노무 영역이 기업 경
영에서 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도 이
론과 실무를 축적한 전문 인재가 본격적으로 양성되었다.
[그림 4-3] 정치경제 패러다임과 작업장체제의 전환과정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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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요 경영대학과 대학원, 국책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에서도 인사관리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 과정이 중요한 영역의 하
나로 부상하였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의 인사 및 조직
관리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인사관리’(HR)가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HR 관리자, 전문가,
인사노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들
이 인사관리의 전문가 직업집단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독점
부문에서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사노무 전담 부서와 관료적 관리 시스템
으로 불리는 ‘산업 관료제’(industrial bureaucracy)가 한국에서도 그 모
습을 드러낸 것이다(Jacony, 2004).
한국 기업들의 노동체제를 법제적 합리성의 영역으로 전환시켜 작업
장의 곳곳에 미시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의 하나로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지적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는
1986년 처음 111명을 선발한 이후 계속 합격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 이후 매년 200명 내외로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
재 누적 인원이 2,913명에 달할 정도로 큰 직업 집단을 형성하였다. 공인
노무사의 등장으로 기업뿐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 인사노무에 대한 전문
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업 집단이 등장한 것이다. 노무사들은 기업들
의 인사와 노무관리 컨설팅, 제도 개선, 법률적 자문, 해결 방안 등을 전
담하는 전문 직업 집단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전문 컨설
팅과 교육, 해결책 개발 등이 노사관계와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한 부분
으로 정착되어 갔다.
인사관리 영역의 전문화와 더불어 노동법, 인사관리, 노사관계 등을 전
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들이 대
학, 공공 연구소, 민간 부문 등에서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
수준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졌다. 공인노무사 집
단과 더불어 인사노무를 전담하는 전문 직업 집단이 노동 영역에서 크게
성장했고, 이들을 통해 기업이나 조직들이 직면하는 개별적, 집단적 노사
갈등과 고충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업무가 제도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노무관리 방식에도 질적 전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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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사노무관리의 현대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글로벌화, 자동화

다른 한편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어졌다. 어둡고 위험하며, 소음과 분진 등 작업장의 안전을 위
협하는 수많은 재해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굴지의 대기업들
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한 투자가 증가
하였다. 노동 비용의 상승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나 ‘인력 절감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설비와 장치들이 급속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장비와 설비들을 더욱 고도로 연결시켜, 능동적이고 복합적이며
유연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작
업장의 물리적 환경 또한 빠르게 인간 중심에서 기계와 설비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다.
작업장체제에서 노사의 대결이 심화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 비용
이 급증하면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는 가
속도로 전개되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 숙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역시 약화되었다. 이른바 ‘노동배제적 자동화’가 급진전되었고, 작업장
에서의 노사 불신과 대립, 교착 상태의 노사관계와 급격한 인건비 상승
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 자동화 투자에 대한 유인과 매력을 높여 한국
기업에서 노동체제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았
다(조형제, 2016; 조성재 외, 2008).
1987 체제의 형성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 ‘해외 분사’ 등
다양한 방식의 작업장 국제화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생산의 국제화란
가치사슬의 중요한 기반인 일부, 전체, 집락, 혹은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해외 이전이 진행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화,
특히 대기업 제조 부문의 글로벌화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확산되었다. 작업장체제의 국제화는 작업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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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투자와 가치사슬의 공간적 일체성을 허물고, 이를 공간적, 시간적
으로 분산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진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인상 억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연시켜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들
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9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
의 대대적인 해외 직접 투자는 가치사슬의 공간적 분산을 통한 기업들의
유연성 향상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제조업의 핵심 기
업들에서 생산 국제화는 엄청난 속도로 전개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일자리 시장과 고용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붐을 지적해야 한다. 1987 체제
의 등장 이전까지 한국 기업들은 ‘과잉투자’가 우려될 정도로 국내 생산
시설과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경쟁에 몰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투자 확충 경쟁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비용과 전략에
서 효과적일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노동 비용이 급속하게 상승
하는 환경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은
국내의 과잉 설비를 해소하고 해외의 생산 거점을 확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와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 모
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 공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직접 생산 분야보
다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국내 고용의 성
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주도해 온
국내 생산의 투자 엔진은 거의 작동을 멈추는 상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조성재․장영석․박준식 외, 2004; 2006).
제조업 생산 영역의 글로벌화로 인해 대기업 제조 부문에서 ‘국내 고
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기
업들의 해외 진출은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주요 중소 생산 기
업들의 동반 해외 진출도 가속화하였다. 대기업들은 생산 기반을 개도국
이나 여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직계열화 체제에 속한 핵심 계열 기업
들까지 함께 이전하는 ‘클러스터’ 방식의 진출을 선호하였고, 따라서 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곧바로 수많은 핵심 중소기업들의 동반 이전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저임금에 의존해 온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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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인건비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 이전이 이루어진다.
생산 과정에서 진행되는 ‘노동의 외주화’는 대기업에서 ‘갈등적 담합 구
조’가 공고화되면서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을 주도해 온 주
력 산업에서 작업장의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 부문에서
도 작업장 조직의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생산 현장에서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절감형 자동화뿐 아니라,
사무관리 영역에서도 관리노동의 자동화가 급진전되었다. 기업들은 새로
운 경영 전략을 통해 정규직의 축소,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무관리
종사자들의 효율화와 인력절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작업장체
제에서 평가와 통제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한 중간관리자 집단은
이러한 정책의 집중적 희생양이 되었다. 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사무관리직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임금 제도가 크
게 확산되었고, 사무직에 대한 직무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되었으
며, 호봉제를 근간으로 한 임금 관리 역시 성과 중심의 임금 제도와 생산
성 임금제, 혹은 다양한 성과 인센티브제도 등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신
자유주의’ 인사관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취한 자동화와 합리화
전략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해야 한다면, ‘노동 배제적’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주력 제조기업들은 생산의 합리화
를 추구하면서 현장에서 노동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계화와 자동
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작업장체제에서 노사
대립과 불신에 의한 힘의 균형을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
업들은 인적자원과 숙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를 기계와 정보를 통합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자동화에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였
고, 이러한 자동화는 생산 과정에서 여전히 사람의 숙련을 중시하는 일
본이나 독일의 방식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박준식, 200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작업 현장에서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동력이 차지하는 사회적 의미는 작업장체제의 생태계 전반이 재구성되
는 과정에서 그 대표성과 전형성을 조금씩 상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이 쇠퇴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남성 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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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양적 성장이 멈추게 된 것은 한국의 고용 생태계에서 제조업의 주
도권이 점차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고용 생태계에서 제조 대기업들이 고
용 창출을 주도하는 상황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제조업의 정규
직 일자리들은 이제 비정규직의 성장과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빠르게 확장되어갔다. 한국도 이제 새로운 고용의 절대 부분이 서비스에
서 일어남으로써, ‘감정노동’의 문제가 중시되는 서비스 노동체제로의 전
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장지연 외, 2008; 혹실드, 2009; 한병철, 2012).
다. 정규직 축소와 비정규화

노동 비용의 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
던 것은 ‘정규직 고용의 동결’, 혹은 ‘축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 노동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었
다.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면서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직은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
들의 평균 근속 기간 역시 크게 증가하여 사실상 정년까지 ‘이직 0’에 가
까운 폐쇄적 노동시장이 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기업사회에 안착되었
다. 정규직의 임금은 매년 호봉과 같은 정기 승급, 단체 교섭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노동 비용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러한 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한 전략은 사내 하청, 하도급,
기간제, 시간제, 특수 고용, 외국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전략은 특히 90년대 후반의 경
제위기를 겪으면서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이는 이른바 ‘비정규직’의 급증
을 초래하였다. 비정규 고용의 확장은 1987 체제 이전에도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관행화되어 있었지만, 과거의 비정규직과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비정규직 영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경제적 격차뿐 아니
라 사회적 격차까지 심화시켜, 노동계층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라는 거대한 신분 격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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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2004; 이병희, 2008; 정이환, 2006).
정규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일감과 사업들을 더 작은 부위로 쪼개거나
분해해서 작은 기업들이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분사화’, ‘하청화’ 등도 노
동 비용 절감을 위한 일반화된 전략이 되어 생산 현장의 전 영역에 광범
위하게 확산되었다. 가치사슬의 핵심이나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한 분야
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을 작은 기업들에 이전함으로써 기업들은 ‘인
건비 절감’뿐 아니라 ‘노무관리의 외주화’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
었다. 이러한 전략으로 한국의 작업장체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고용 신분 집단의 구분이 일어났다.
노무관리의 외주화로 인해 제조업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
화는 정규직의 잘 조직된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고용과 신분 보장이 강화
되는 대기업 작업장체제의 담장 너머에, 신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노동조건이 열악한 다양한 층위의 노동자들이 급증함으로써 전형적인
‘중심-주변’(core-periphery) 노동시장의 구조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작업장체제의 가중되는 문제와 불안 요인들을 내부적으로 해소하기보다,
기업 외부로 문제의 해결과 관련 비용 등의 부담을 전가하여 대기업 작
업장체제의 질곡과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체제의 불균형이 구조화된 것이
다(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 정이환, 2013).
고용체제의 이중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전국 노조, 산별, 단위사업장,
사업장 외의 부분 등에서 노동자들의 심각한 문제 제기와 변화를 모색하
는 시도들이 이어져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작업장 단위의
조합주의와 이 체제에 국한된 노사의 교섭 관행은 기업 단위에서 공고화
되어 온 반면, 기업별 체제의 영향과 파급 효과가 기업 단위에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에 포섭되지 못하는 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사회적 타협 제도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작업장에서
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안정되고, 장기고용이 증가하며, 평균 연령
이 급속히 고령화하면서 노동자들의 보수화, 안정 지향도 점점 더 강해
져 갔다. 이러한 요인들이 대기업 작업장체제와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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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사관계의 법제화와 개별화

1987 체제의 성장과 더불어 작업장의 노사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변화
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장 수준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비중
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개별적, 사적 갈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개별화와 개인화를 촉진한 결
정적인 계기의 하나는 97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한 노동관
계법의 개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사정 간의 치열한 갈등을 거쳐 개정에 이른 노
동관계 법령은 작업장체제의 주도권이 노동 진영으로부터 경영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을 인정
한 대신 해고와 고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골자로
했던 당시의 협약은 이것이 실제 집행되고 운용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
량적 개입의 여지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이후 정부가 노동기본권보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노동 진영이 줄곧 주장해 온 공공부문의 단결
권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유보, 혹은 규제를 가할 수 있었던 반면,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를 폭넓게 허용하는 행정적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는 노동행정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기류와 결정적으로 부
합하는 것이었다.
경제위기의 시기에 경영 진영은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대체
근로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정리해고제의 2년간 시
행 유예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노동법제는 노
동기본권의 강화보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훨씬 강조하는 체제로 전환
되는 분기점이 된 것이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경제위기하에서 노동법
제도를 둘러싼 노사의 교섭은 노동 진영이 요구하던 ‘노동기본권’과 자본
진영이 요구하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두 가지 큰 권리 영역 간의 사회
적 교환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은 대기업 작업장체제
가 아닌 그 밖에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기존
작업장체제의 기득권을 견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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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의 변화와 더불어 고용체제의 수량적 유연화는 매우 빠른 속
도로 진행되었다. 한국 기업들이 처한 경쟁력 위기와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 치열한 국제경쟁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의 탄력성을 확보
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
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대기업
들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채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노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였다. 노동관계법상의 고용제도 변화는 한국 기업의 고용체제에서 수
량적 유연화와 더불어 기업의 시장 지배력 격차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경제위기 이
후 새롭게 마련된 노동관계 법제도는 80년대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에서 일관되게 확산되어 온 신자유주의 방식의 고용체제 ‘유연화’ 경로를
한국 나름의 방식으로 충실히 이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Baglioni and
Crouch ed., 1990; Locke et al., 1995; Osterman, 1988).
이와 더불어 작업장체제의 규칙과 교섭은 점점 더 두터운 내부지향성
을 강화해 나아갔다. 특히 대기업 부문에서는 조직노동자들과 기업 간에
작업장체제와 교섭의 규칙들, 조건들, 그리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수많
은 교섭 의제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의제들 중 집단적 교섭을 통해 관
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체협약이라는 ‘공식적 교섭’ 체계로 통합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여전히 ‘비공식적 교섭’의 장에 남겨지
게 되었다.
다른 한편 1987 체제는 작업장 수준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노사 간의
현안들을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는 사회적 협약의 틀로 해소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이어졌다. 이는 사회적 협약의 장이 주로 조직노동이 제기하는
법제적 의제나 조직의 이익 관할, 단체교섭의 주도권 등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사회적 협약은 주로 조직노동자들과 대기업들 간
의 현안들을 상호 조율하고, 이들 간의 이익과 문제의식을 반영하면서
노사관계의 이슈들을 다루어 왔지만, 정작 급속히 확대되는 비정규직 문
제 등 더 심각한 노동의 이슈들을 적기에 다루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
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 노조들이 확보한 기득권과 지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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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강화시키는 법제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9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를 상급단체만 인정하
기로 한 타협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상급단체의 영향력으로부
터 사실상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는 공고화되었으며, 기업별 노조는 이
체제의 핵심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2011년의 노동법 개정
에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한편 교섭 창구의 단일화
를 제도화하였지만, 여전히 작업장체제에 대한 상급단체의 영향을 규제
함으로써 대기업 작업장체제의 견고한 성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 이전에 작업장 수준에서 노사 대화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작업장체제의 운영체계가 정비되는 한편, 작업장체제의 법제적 요소들을
새롭게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97년 경제위기를 계기
로 전면에 부상하였다(임상훈, 2006). 이 시기에 경영이 지향한 고용 전
략의 핵심은 노사관계의 개인화, 개별화와 유연화에 있었고, 경영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
략은 주변 노동력에 대해서는 수량적 유연성 정책을 활용하면서도, 핵심
노동력에 대해서는 숙련의 보존과 기능의 심화를 강조하는 기능적 유연
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본 기업들의 작업장체제 모델과도 상
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한국 기업들의 작업장체제에서 고용 모델
은 이제 핵심 부문에서 노사 간 대결과 힘의 균형 속에 고용체제가 견고
하게 안정화되는 반면, 주변 부문의 고용은 점점 더 큰 불안정성으로 내
몰려 노동시장의 부담과 유연화가 주변으로 집중되는 뚜렷한 전환이 일
어난 것이다(정이환, 2013).
경제위기 이후 개정된 노사관계 법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법제도적
통제 수단들을 집단적 수준은 물론 개별적 수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97년의 경제위기는 노동 유연성
에 대하여 정부와 법원이 보다 완화된 태도로 대응하고, 기업들은 구조
조정의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고를 정당화하며 경제적 분쟁의 기
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교섭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최대한 밀어
붙이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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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위해 개인 자영업
이나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의 영역에서 원사용자, 혹은 원청기업의 책임
성을 완화해 주었다. 다른 한편 노사 갈등에 대한 법원의 시각도 ‘노동권’
으로부터 점차 ‘경영권’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 갔다. 노조의 파업에 대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노조의 교섭 대표권 설정 등 다양한 문제 영역에
서 사용자의 권리가 중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제도의 활용을 적극화하는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강화시
켰다.
노사관계 및 노동법의 복잡한 제도와 지루한 분쟁 해결 방식, 그리고
급격한 비용 부담을 동반하는 법적 절차는 명백히 사용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제도를 노사 분
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조에 대한 억압적, 불법
적 사찰이나 통제가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물론 노조의 조
직력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에게는 노사관계 법제도의 절차와
과정, 맹점과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인사노무 전략
의 핵심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노사관계의 ‘법제적 통제’는 노사 갈등을
당장 해결하는 단기적 해법은 아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합
리화를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법제적 통제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법률 분쟁 비용이
큰 경우 경제력이 취약한 노동자나 노조의 재정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었다. 법제적 통제 방식은 기업의 지불 여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
서는 직접적 개입에 비해 사용자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
리한 방식이 될 수 있었다.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노조의 과도한 경
영 개입과 불법 파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법원과 판결의
흐름 역시 노조에 결코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사용자들이 기업노조의 활동 영역과 한계를 엄격한 법제도의 허용
범위로 제한하는 울타리를 강력하게 활용하는 것은 작업장체제의 안정화
와 합리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제공한 것이다.
법제적 통제의 적극적 활용에는 노사관계 법제도가 결코 사용자들에
게 불리하지 않다는 믿음도 크게 작용하였다. 파업 시 기업의 손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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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엄격하고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노조의 집단행동과 연대 파업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 노사관계에서의 제3자 개입 금지, 작업장의 차별
에 대한 엄격한 제한적 해석,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사관계의 주요 핵심
쟁점과 현안들은 노조보다는 사용자가 노사, 혹은 개인 협상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았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노조 개입에 비해
법제적 수단을 통한 개입의 효과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기업 단위의 노사
관계에서 법제와 판결의 영역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작업장의 노사에 국한되고, 법제적 통제의 견고한 울타리가 형성되자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
체 노동의 생태계에서 이 체제가 지니는 상대적 규모와 영향력이 지속적
으로 축소되는 상황은 도리어 강화되어 왔다. 대기업들은 급격히 증가하
는 작업장체제의 유지와 관리 비용을 최대한 외부화할 수밖에 없었고,
노조의 관심은 이제 그들이 누리는 고용과 사회적 지위의 안정화로 급속
히 옮겨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가 전체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더 이상 사회
개혁의 주된 동력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작업장체제를 통해 노동자들 전반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영
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이익과 갈등 문제는 점차 ‘개
별화’되고, 이해와 갈등 조정의 문제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가늠되는 노
사관계의 ‘개별화’가 급속히 진전된 것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보다 개별적
노사관계가 노동관계의 질서와 규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현
상은 그만큼 미조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적 이슈들이 기존의 조합주
의적 타협 구도 속에 담겨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작
업장체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을 잠식하고 말았다.
결국 작업장 조합주의에 기초를 둔 한국의 사회적 협약체제는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해 온 ‘국가 조합주의’가 퇴조하면서 사업장
별로 분산된 대기업 중심의 ‘기업 조합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노사관계의 법제도와 정부의 행정적 지침은 이러한 방향으
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강화시키는 울타리가 되고 말았다. 결국, 기업별
조합주의는 이를 보완하는 사회적 대화체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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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 중심 작업장 조합주의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
점들이 계속 심화, 누적되어 간 것이다.

제4절 작업장체제의 모순

1. 작업장 타협과 사회적 타협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이 체제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노동체제의 새로운 모순들을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 87
년 이후 작업장체제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되어 공고화된 작업장체제의
관행들은 주요 제조 대기업 사업장들에서 진행된 반복적 단체협약과 공
식적․비공식적 작업장 협상,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전략, 그리고 노조의
전략적 선택들이 맞물려 돌아간 일련의 자연발생적, 모방학습적 의사결
정의 결과들이었다. 작업장의 관행들이 형성되는 과정은 심각한 이해 갈
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타협, 혹은 ‘각축적 교
환’(contested exchange)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작업장의 교환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자체가 이해 당
사자들이 공유하는 ‘합리적 규범’(rational ritual)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축적된 규범들이 작업장체제의 미시적 균형을 규정한다. 작업장의 의사
결정과 관행들은 기업 수준에서 ‘미시적 합리성’에 의존하는 전략적 선택
의 결과였지만, 이것이 산업이나 국가․사회적 수준의 ‘거시적 합리성’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작업장체제의 모순은 개별적 선택과 집합
적 선택 간의 충돌 및 사회적 수준에서 거시적 합리성과 미시적 합리성
이 충돌하여 작업장의 합리성이 사회의 합리성과 괴리되는 ‘구성의 오
류’(fallacy of composition)로 나아갔다. 그러한 부정합의 구체적인 모습
은 작업장 타협과 사회적 타협의 부정합으로 볼 수 있다(이장원 외,
2008;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
1987 체제의 성립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노사 대립을 수습하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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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합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 전체 수준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
계, 그리고 사회정책의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기 위한 대화기구였다. 이러
한 제도는 작업장 교섭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라는 거시적 타협의 틀로 미시적 선택의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고 이를 보정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드러내
고 말았다.
작업장 중심의 조합주의는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을 대변하는 대규모
사업장 노조와 기업 간에 진행된 ‘적대적 담합’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반면,
이러한 타협의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이었던 노동시장과 노동계층 내부의
확대되는 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법제적 틀의 개혁
이나 고용 복지와 사회통합 제도 등을 통해 다루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노사의 사회적 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교
착적 조합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가운데 작업장 교섭
과 사회적 교섭의 부정합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업 단위의 작업
장 조합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간 것이다.

2. 노동시장의 양극화
1987 체제의 핵심적 동력이었던 작업장체제는 대기업 중심의 강력한
내부노동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노조나 조직, 혹
은 법제도 등을 통해 안정된 신분과 미래,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보장을
이끌어 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정규직
에 대해 고용과 신분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작업장체제의 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
업들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 성장과 증가하는 노동 비용을 감내할 수 있
을 정도의 시장 지배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1987 체제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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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대기업들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조건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 작업장체제의 안정성은 급격히 늘어가는 인건비
부담을 흡수하는 데 갈수록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산업이나 기업 수
준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성장률 또한 계속 하락하는 ‘기
대 체감’(diminishing expectation)의 환경에서 1987 체제의 확대 재생산
과 지급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신생 산업 부문 등이 이러한 체제
를 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한정된 시장을 두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경
쟁의 환경에서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는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존 작업장체제의 안정성을 흔들지 않으
면서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비정규 노동시장의 적극적
인 활용이었던 것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의
핵심 기업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내 하청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해 왔지
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90년대 후반 이후 노
동시장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고, 광범위하게 일반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조성재 외, 2004; 정흥준, 2015).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도로 분화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비정규
직이라는 노동시장 신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영역에 1987 체
제의 안정된 정규직 신분에 편입되지 못한 다양한 부류의 고용 형태와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결국 노동시장
에서 비정규직의 제도적 배제, 대기업 고용의 신분화, 기술과 조직의 변
화를 통해 고용 배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기업들의 노동 배제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의 성장을 억제하였다(이병희 외, 2008; 정이환, 2006).
대기업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국내적
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요 제조기업들의 급속한 해
외 진출과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 대기업 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안정적으로 개선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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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규모는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 구조화되고,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
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작업장체제는 ‘봉건적 위계질서’와 유사한
작업장들 간의 서열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독점자본주의가 일찍 발
전한 선진국들에서도 독점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업 복지와 관료체제하에
서 담장 너머의 노동자들과 다른 처우와 지위를 누리는 ‘신분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Jacony, 1997). 한국에서는 1987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독점 제조업의 노동시장이 피라미드로 위계화되고, 작업장체제 간에 노
동자들의 수직적 상향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장
원’(manor)적 노동시장 서열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서의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원․하청 서열
화로 볼 수 있다. 모기업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말단의 소규
모 작업장들까지 이어지는 기업 간 위계는 노동시장의 위계적 서열과 단
절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보상과 처우, 신분의
차별화는 노동시장의 수급구조와는 다른 신분적 질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안정
적 고용과 보상이 확실히 주어지는 대기업 정규직의 작업장체제와 그 밖
의 작업장들 간의 복합적인 격차가 매년 확대, 증폭,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업사회의 잠정적 이해가
선택적으로 결합된 이러한 노동시장은 기업들의 신규 인력 수요가 급감
하면서 취업의 기회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노동시장의 ‘폐쇄
화’(closure)는 사회적 신분의 단절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안
정된 대기업 작업장에의 취업 기회와 경로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 간의
차이와 불평등은 확대일로를 걸었다.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위계적 작업
장체제는 민주화 이후 형성된 작업장체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
협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중심’과 ‘주변’의
노동시장이 뚜렷한 경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이동이 급격히 축소되는 피
라미드적 서열체제로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단절적 고용체제의 중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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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고용이 집중되는 반면, 주변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소수의 정규직 노동력은 이들을 대변할 조직을 통
해 생산성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안정된 고용을 지킬 수 있게 된 반면, 주
변 노동력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도 없이 임시직, 파트타임, 하청
등 다양한 형태의 2차적 비정규 노동시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델의 논리는 분명하다. 기업들은 정상적 생산 수준에서
요구되는 노동력만을 유지하는 대신 조직의 주변적 노동력은 경제 상황
의 악화, 시장의 변동, 혹은 기술적 변화 등에 대비한 고용의 완충 기능
을 수행하도록 두 그룹 간의 고용 지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Osterman,
1988; Locke, Kochan, Piore ed., 1995).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 작업장체제는 당시 선진국 기업들 사이에서 유
행했던 ‘유연기업’들의 고용 모델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의 선
진국 기업들이 지향하던 고용체제와 비교할 때 한국 기업에서 핵심 노동
력은 생산성과 숙련보다 노조를 통해 그들의 고용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성향을 강화하게 된다. 제조 대기업의 중심 노동력은 다기능화, 유연성,
지식, 혹은 조직에의 헌신을 갖춘 고도의 다기능 숙련노동력이라기보다
는 연공주의 모델에서 보는 바처럼 연공에 기초한 안정된 고용과 상대적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 승진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직무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정이환, 2006).
결국 제조 대기업들의 작업장체제는 유연성을 통한 경쟁력 구축보다 조
직을 통한 고용 보호 중시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러
한 노동시장 체제의 운용 방식은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의
비정규 노동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강제한다
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
제점을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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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장체제와 교착적 조합주의
1987년 이후 한국에서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 조합주의는 두 차례의 중
요한 경제적 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영 전략, 그리고 기
업 단위에서 노조의 이해가 결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강화
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
정적 계기가 된다. 이미 잘 조직된 노조와 더불어, 기존 노동자들의 해고
가 매우 어려운 법제적 환경하에서 기업들의 신규 노동력 수요는 계속
감소하였고, ‘고용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게 된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자체 고용을 늘리지 않는 대신, 비정규직 채용 확대라는 방식
으로 이에 대응코자 하였다. 핵심 노동력의 테두리 외곽에 두텁고 유연
한 고용 완충지대를 구축함으로써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경기 변화에 적
극 대응코자 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은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정규직 노조의 입장에서
는 크게 반대할 수 없는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인식되어 노조의 ‘암묵적
동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주의적 타협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두 차례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더욱 공고화되어
변화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계층 질서를 ‘구조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과
양질의 근로조건을 누리는 대신, 새로 진입하는 젊은 노동력은 낮은 임
금과 불안정한 고용 계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단절적 구조가 강화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전략, 노조의 암묵적 동의
라는 조합주의적 타협을 통해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 갔고, 정규직의 기
득권화가 공고히 자리 잡은 것이다.
구조조정과 고용 리스크를 작업장체제의 외부로 전가하는 타협이 정
착되자, 이 체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층의 자기이익 보존 노력
은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직이 급
감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기존 고용의 보존과 기득권 보호를 위한
노조의 노력 또한 강화되었고, 대기업 중심 작업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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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증가하였다. 작업장의 노사는 이러한 부담과 비용을 외부 노동시
장에 전가하는 ‘비용의 외부화’를 선택하였고, 이는 작업장체제에서 이른
바 ‘교착적 조합주의’(immobile corporatism)를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
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고용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노동 조건의 격차를 강화시
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 고용 기회 축소와 신규 고용 감소
가 연결되면서 신규 노동력의 진입이 어려운 대기업 정규직의 ‘신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1987 체제의 폭발적인
노동운동과 작업장 민주화를 통해 얻은 고용 안정과 안정된 보상이 노동
시장 양극화 급진전과 더불어 기득권자가 누리는 과도한 포상으로 전환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다른 한편 조직을 통한 집합적 이익의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정
규직에 비해, 이익의 조직화가 진행되지 않는 부문과 영역에서 고용이
급격히 확대되는 비정규 양산, 혹은 ‘비정규 고용 풍선효과’가 촉진되어
다양한 비정규직 양산 또한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여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장 해외 이전 등이 고용체제의 부정합 구조 속에서 빠른
[그림 4-4] 교착적 조합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과정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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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전개되면서 한국의 작업장 조합주의는 새로운 균열을 명확히 하
게 된 것이다(그림 4-4 참조).
종합적으로 볼 때 87년 이후 최근에 이르는 30여 년의 기간 동안 제조
대기업들의 작업장체제는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동, 그리고 조직화된 작
업장 노조와 경영자 간의 전략적 교환구조가 결합되면서 고용 모델의 주
도성이 ‘계기적으로’ 뒤바뀌며 변화되어 왔다.
1987년 이전 한국의 작업장체제는 권위적 통제와 시장 모델의 결합 형
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작업장체제는 노동력의 충분한 공급
과 기업들의 높은 비용 경쟁력,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 인적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 높은 이직률 등 전형적인 ‘저 신뢰’(low trust)와 ‘시장 교
환’(market exchange)을 기본 특징으로 하였다(박준식, 2001).
이러한 작업장체제에서는 노사 간에 ‘신뢰’(trust)가 형성될 수 있는 여
지가 극히 적었다. 노동자와 경영자 간에는 깊은 ‘불신’이 작업 현장 속에
깊이 자리하고, 사용자와 국가는 불안정한 작업장체제의 유지를 위해 강
한 통제와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통제’가 ‘신뢰’를 대체하는 전형
적인 불신사회가 87년 이전의 작업장체제였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시장
에서 제공되는 정량화된 물리적 상품과 같은 것이었고, 이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전략이었으며, 자율성과 재량, 조직에의 헌신이 없
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control)와 ‘감독’(supervision)을 통해 생산성
을 높이는 것이 조직 관리의 핵심 요소였으며, 노동자들의 주된 대안은
조직을 ‘이탈’(exit)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시장
모델은 ‘저 신뢰’(low trust)가 제도화된 노동시장 체제로 볼 수 있다(박
준식, 2001).
그러나 권위적 통제의 시장 모델은 87년 이후 큰 구조적 변화에 직면
하게 되었다. 시장 모델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강력한 노조운동의 등장이었다. 이 시기의 폭발적 노조운동은 기
존의 작업장체제에서 노와 사의 권력 불균형을 크게 흔들었다. 이제 노
동자들은 대등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단체행동과 파업 전술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노동자들은 강력한 단체행동과 대규모 생산 손실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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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파업을 통해 노동조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
니라,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자긍심을 확실히 인
정받는 가장 중요한 권리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현장
에서 이른바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조가 이 시기에 이룩한 중요한 권리는 단체교섭의 행동과 규칙을 새
롭게 정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노조는 연례적으로 진행된 단체교섭
과 집단행동을 통해 매년 높은 수준의 자동적 임금 인상을 얻어낼 수 있
었고, 이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결정적으로 보정하는 새로운 게임
의 규칙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과거 경영자 측의 일방적 판단이
게임의 규칙이었다면, 이제는 단체교섭을 통한 안정적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이 새로운 체제의 규범으로 대체된 것이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규칙
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
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한국경제가 누렸던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과 대량
생산 체제의 본격적 가동, 그리고 대량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 등이 자리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장체제는 점차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한계는 급속히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
직성에 있었다.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상
과 작업조직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작업장체제는 이러
한 유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전병유, 1995).
두 번째 문제는 노동에 대한 지배력의 약화로 볼 수 있다. 기업 수준에
서 노동의 유연한 활용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내부
노동력에 대한 지배체제 강화보다는 작업장체제의 내부적 문제와 비용
증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하고 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외부노동시장의 단기적 효과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시장 관리 전략은 시장 교섭력이나 조직력이 취약한
영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능력주의와 성과주의 관리는 노조가 취약한 사무관리직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노동자 파견제, 사내하청 등은 기존의 노조가 일
정한 부분 이를 묵인하는 가운데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국 이러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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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의 작업장체제에 의해 보호되는 정규직보다 주변 노동력의 활용
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사내하청, 파견노동 등
기업 내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
이다. 기존의 작업장체제에 시장 모델을 잠정적으로 접합시킴으로써 고
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이러한 전략은 ‘중심’과 ‘주변’, 혹은 ‘정
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의 공
고화였다(박준식, 2001).
이중 노동시장의 공고화 배경에는 작업장체제에서 권력 기반을 공고
화한 대기업의 작업장체제가 자리하고 있다. 기존 작업장체제의 타협 구
조를 그대로 두면서 고용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체제
의 주변을 유연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전략을 표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의 전략에 대해 소극적
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차별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
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과정의 거시적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시
장의 단층 구조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업장체제의 단절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이를 문제
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부 기업노조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
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해 왔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조화, 하청업체 노동자들과의 연대 확
대 등을 추진해 왔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별 노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조들은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작업장체제의
‘신분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노력은 제한된 범위의 영향을 넘어서지는 못
하였다. 결국 90년대 초반 이후 대부분의 대기업들에서 중심-주변 모델
의 형태로 작업장체제가 구조화되는 과정은 일부 노조들의 선진적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었다(이주희, 2003; 김재훈, 2004; 은수미 외,
2008; 배규식 외, 2008).
1987년 이후 진화한 한국의 작업장 조합주의는 작업장 민주화의 성과
였음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긍정성은 체제의 장기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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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퇴색하였다. 한국형
작업장체제는 그 핵심 부문을 점하는 조직노동과 노사관계의 경직성이라
는 측면에서 이른바 선진국의 ‘유연기업’ 모델과 상당한 차별성을 안게
되었다(박준식, 2001).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 작업장 모델로 선진국 제조기업들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유연기업 모델에서는 중심 노동력의 유연성과 조직에의 헌신
성이 전제되고 있지만, 한국의 작업장체제의 규칙들은 주로 상호 대결과
불신의 균형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유연기업 모델이 전
제하는 신뢰에 기초한 유연한 규칙이 한국의 작업장체제에는 제대로 정
착되지 못한 것이다.
전형적인 유연기업 모델은 핵심 부분에서의 유연한 작업조직을 기초
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의 작업장체제는 작업조직의 유연성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유연한 작업조직이나 숙련 향상을 통
한 인적자원의 우월성을 경쟁의 전략적 요소로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조
형제, 2016; 조성재 외, 2008). 기업 스스로 조직에 대한 높은 헌신성과
유연성을 갖춘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노동력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엔지니어링과 자동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유연기업 모델에서는 중심 노동력의 조직 과정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작업 과정에서 핵심 노동력의 작업장 참여와 의사결정 능력
이 신장되어 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개입은 최소화되었다. 이는 한국의 작업장체제가 중심-주변의 결
합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의 안정화에 요구되는 노동시
장 정책, 작업조직, 그리고 노사관계 제도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국 1987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작업장체제는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
초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선진국형 작업장체제로 진화하지 못하였
고,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 87년
작업장체제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분배의 불균형을 동시에 심화함
으로써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분배 기제가 점점 더 취약해지는 상황에 직
면하였다. 작업장체제의 내부자들은 이 체제 속에서 그들의 생산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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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체제의 담장 너머에 존재하는 아웃사이더들은
이러한 체제의 혜택으로부터 점점 더 배제됨으로써 이른바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 대기업들의 작업장체제는 그 자체의 효율성 문제
까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정규직의 유연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주변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불신체제의
유지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에 따른 감시 비
용, 불신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규정과 규율, 엄격한 통제, 단순하고 재량
권이 낮은 일로부터 발생하는 노동의욕의 저하, 조직 성원들 간의 의사
소통 결여, 하위 성원들의 기회주의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체제를 움직이는 ‘낮은 신뢰’(low-trust)는 장기적으로 작업장체제의 지
속 가능성을 잠식하는 요인들이 된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 체제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제조 대기업
들의 정규직 고용 감소였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체제는 제조 현장의 해
외 이전 및 빠른 속도의 국내 고용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결정적
인 계기는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한
국 제조업의 두드러진 움직임이었다.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한국의 수
출 기업들은 양호한 경영 실적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두드러
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용은 물론 국내 생산 거점에 대한 대규
모 신규 투자를 거의 중단하였다. 직접적 생산 거점에의 투자 중단은 대
기업 정규직의 고용 감소로 이어졌고, 안정된 블루컬러의 대표적인 일자
리였던 생산직 정규직의 규모가 축소되어 갔다.
정규직의 축소는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점에
서 구조적 심각성을 안고 있었다. 정규직 고용이 정체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면서 대기업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격차 확대가 진행된 것이다. 대기업의 작업장 조합주의로 통합
된 정규직 노동력은 고용 안정과 높은 보수를 얻었지만, 체제를 이어갈
후속 세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갔다. 다른 한
편 이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주변 노동시장의 근로자 집단 간에는 점차
사회경제적 진입장벽이 강화되는 ‘사회적 구분’(social distinction)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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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이다.
다른 한편 정규직 중심의 통합체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여타 부분
에 전가하는 작업장체제의 사회적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모순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지만, 사회적 교섭을 통
한 노동시장 통합 논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정작 사회적 교섭체
제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비롯한 아웃사이더 계층
은 이러한 교섭과 논의 체계에 초대받지 못함으로써 아웃사이더들의 이
익을 기득권자들이 대변하는 상황이 심화된 것이다. 사회적 교섭 구조의
취약성과 제도적 개입의 한계는 대기업 작업장 중심의 조합주의적 담합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 되었다. 대변되지 않는 아웃사이더의 이익을 반
영하는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기존의 이익 대변과
사회적 조정의 기제들은 작동하지 않았다. 작업장 조합주의가 ‘기득권자’
와 ‘아웃사이더’를 구분하는 의도하지 않은 단층 구조의 사회로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불신의 균형을 심화시키는 불신의 악순환 회로가 노동시장
에 자리 잡은 것이다(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외, 1976).
결국 87년 작업장체제는 대기업 영역에서 형성된 노사의 ‘사적 거버넌
스’(private governance)를 통해 이뤄진 노사의 교섭과 그 결과가 노동시
장의 중심에 자리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단체교섭이 노동체제의 정
점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사기업의 작업장체제가 노동시장의 ‘공적 거버
넌스’(public governance)와 거시적 사회 협약체제의 진화에 걸림돌로
등장함으로써 1987 체제의 사회적 기초가 된 민주적, 자율적 노사관계의
기능과 공헌에 대해 사회적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큰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4. 우연 고용(contingent employment)의 확장
1987 작업장체제의 등장은 한편으로 제조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서열
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작업장 서열과 연결된 노동시장의
수직적 서열화 체제는 서비스 경제의 다양한 고용 방식과 작업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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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제조업의 정규직이 고용세
계의 대표성을 빠른 속도로 상실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 수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적 작업장체제가 흔들리고, 대기업들이 더 이상 새
로운 고용 창출을 주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유연하며, 고용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이 맞물린 결과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주요 산업들이 명확히 구분된 분업과 가치 구분 체제에서 독자적 영역
을 토대로 경쟁하는 대규모 물량 중심의 생산 방식으로부터, 생산과 판
매의 전 영역에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고, 기업과
조직들 간의 정보 시스템 통합이 급속하게 전개되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체제가 등장하며, 이와 연관된 수많은 연구개발, 디자인, 판매, 유지보수,
고객 관리 등과 연관된 일자리들이 고용의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서 고용세계에서 제조의 주도권은 빠른 속도로 퇴조했다. 제조업의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공장 중심의 작업장체제가 더 이상 경제와 고
용체제의 이슈와 흐름을 주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
적으로 점점 그 비중과 영향력이 감소하는 대기업 중심의 조직노동 부문
과 서비스 중심 비조직 고용 간의 괴리와 균열을 가속화해 왔다(정이환,
2013).
문제는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조직적으로 대변
하고, 고용 및 근로조건의 핵심 이슈들을 다룰 이익의 대변이 쉽지 않다
는 데 있다. 서비스 산업의 속성상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정
형화되고 안정된 고용 형태가 정착되기 어려우며, 근로 방식과 조건도
인간의 감정과 태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고용 형태와 방식이 일률적
으로 규정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고용 방식은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다. 서비스산업으로의 급격한 확
대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고용 방식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힘든 ‘유동성’
이 커졌다. 노동 현장에서 물리적 조건보다 인간의 감수성과 정서가 중
시되는 ‘감정노동’, 보이지 않는 성과나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피로사회’
의 노동 의제들이 작업장체제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액체적’(liquid)인 고용의 세계에서는 노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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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형적 고용의 틀로 조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들을 대변하는 대표 조직들 역시 수많은 조직들로 ‘파편화’되는 경향이
있다(지그문트 바우만, 2009). 또한 고용의 형태와 방식 역시 비정형성,
혹은 무정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범주들을
기존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관리 체계로 통합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되
었다.
결국 경제와 고용의 급속한 서비스화는 제조업 중심의 서열화된 작업
장체제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사회적 타협의 장으로 연결
하는 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와 고용
의 토대와 주도적 흐름이 제조업의 작업장체제로부터 공공과 민간의 서
비스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작업장체제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
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증폭되며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노동’은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안게 된 집단이 되었다. 87년의 작업장체제는 대기업 남성 생
산직이 그 핵심에 있었고, 노조운동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반영하
는 사회적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작업장체제의 담장 안에 여
성들이 진입할 자리는 거의 없었다. 일자리 진출을 원하는 여성들의 목
소리를 담을 조합주의 조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히
여성들의 요구와 그들의 이익은 1987 체제의 담장 밖으로 밀려나고 말
았다.
경제사회 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가운데 조직노동
의 핵심 부문에서 여성 등 새로운 세대와 기업들의 이익과, 그들의 경제
사회적 요구가 기존의 노동체제로 온전히 통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
동의 이익, 노동 담론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조직되거나 대변될 공간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결과 1987 체제의 성립 이후에도 한국의 노
동시장에서 여성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지위와 근로 조건이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정규 노동의 영역은 1987 노동체제가 포괄하거나
통합하지 못하는 노동체제의 가장 큰 주변 집단이 되었고, 기존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절실한 변화 요구를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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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작업장의 교착적 조합주의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결합구조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4-5]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작업장 조합주의와 신자유
주의 노동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현 시기 한국 고용체제의 기
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본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
면 현재 한국의 노동체제는 자체의 힘으로 변화와 적응이 매우 어려운
작업장 중심의 교착적 조합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체제의 비
용과 모순을 조직과 교섭이 존재하지 않는 개별화된 외부노동시장으로
전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현재 한국의 노동체제가 신자유주의 외부노동시장과 결합
된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 조합주의로 인해 생성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및 사회적 조정 능력의 약화로 인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 조정 능력을 급격히 상
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이후 돌이키기 힘든 상
태로 전환된 경제의 저성장 및 고용 성장의 부진은 이러한 교착적 대립
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힘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의 노동체제가 직
면한 딜레마와 부진이 오랜 동안 축적되어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이에
따라 자기 혁신을 통한 복원력과 지속력이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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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제5절 소결 : 고용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교섭의
가능성 탐색

본 연구에서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대기업들을 중심으
로 구조화된 작업장체제의 성격을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교섭을 정점
으로, 기업들의 서열에 따라 피라미드적 패턴으로 조직된 ‘작업장 조합주
의’로 파악하였다. 작업장 조합주의는 87년 이전의 권위주의적, 일방적
노동통제 체제에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민주화
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작업장 민주화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장 조합주의는 고도로 조직된 소수의 이익 대
변 조직에 의해 대결적 방식으로 통제되는 ‘제로 섬’(zero-sum) 교섭 체
제로 진화하였고, 과다한 비용과 갈등을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동체제의 불균형과 불안정을 심화시켜 왔다. 독과점 대기업들을 중
심으로 형성된 1987 체제는 위계적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안정
화되었지만, 사회 전체 수준에서 노동시장과 분배 구조의 불균형을 심화
시키는 ‘제도적 부정합’(institutional dissonance)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는 그 형성의 초기 과정에 억압적이고 일방
적인 작업장체제에서 권력의 균형을 통해 작업장 내부의 비합리, 비민주
적 노동 관행들을 제거하고, 인사노무 체제의 신속한 합리화와 임금 인
상, 근로조건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두 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작업장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
이 급격히 약화되고, 노사의 교착적 대립이 강화되는 체제 경직화의 길
로 나아갔다. 또한 노동체제의 경직성과 유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의 대규모 해외 이전, 고용 리스크의 외부 전가, 계층적 노동시장의 구조
화, 그리고 신분적 노동시장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스템의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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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착적 작
업장체제 자체의 조정과 적응 능력,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고용체제의
유연성 상실 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거시적 사회 대화와 조정 시스템
도 왜곡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 작업장체제가 한국의 고용, 노동시장 체
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제 거의 소멸한 것처럼 보인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은 기업들은 위기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과 인건비 부담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러한 기업들의 조치는 작업장체제의 고용
능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한
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작업
장체제의 일자리 효과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계층화가 가속화되면서 기
존 노동시장의 ‘신분화’를 우려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 현장 입사가 커다란 특권으로 간주되고, 이를 둘러싼 채
용 부정과 청탁, 고용 세습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작업
장체제의 폐쇄성을 만들어 낸 중요한 요인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기
업의 일자리가 ‘경제사회적 기득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강
하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작업장은 결국 대기업과 그 밖의 직장들
로 확연히 구분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계층화의 길로 접어
든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교착적 작업장체제는 작업장 교섭의 수준에서 다루기
어려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크게 강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체
제 역시 교착적인 대기업 작업장체제의 이해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상황
이 구조화됨으로써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 기제 역시 제대로 작동하
기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되었다. 작업장 수준의 대결적이고 교착적인 담
합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 구조 역시 이러한 이익 대표체
제의 정점에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운 데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해결 역량 역시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주의는 주요 경제사회 세력과 이익집단들이 잘 조직화되고, 이들
간의 유연한 이익 균형과 이해의 분담 및 갈등 조정 능력이 신장되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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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질 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
나, 현재의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작업장 조합주의와 거시적 사회 대화
체제는 제도, 제도화, 제도적 역량 간에 ‘부정합’(dislocation)과 ‘경직화’,
그리고 ‘기능 부전’의 상태로 더 깊이 빠져드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진단
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식 작업장체제와 사회적 대화
의 제도적 효과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현대 한국의 작업
장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 조
합주의가 노동시장과 노조의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위상
은 조직률 저하 등으로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
과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급증과 더불어 노조의 조
직 역량에 크게 의존해 온 작업장 조합주의는 개별적, 거시적 수준 모두
에서 사회경제적 조정 기능이 약화되었다. 작업장 조합주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
과 신뢰 기반도 취약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착적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
제에 문제의 해결을 위임하기보다는 작업장체제의 외부로부터 변화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 교섭체제
의 대표성과 제도적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거시 정책과 제도 수
준에서 새로운 사회적 타협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의제들은 이미 작업장 수준의 미
시적 교섭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들이 대부분이며, 독과점 기
업들의 내부 문제 지향성이 강한 현재의 작업장체제는 대규모 미조직,
서비스,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사회 복지 등 노동시장 전반의 절박한 과
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노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체제의 진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사회적 교섭
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고용제도, 임금, 노동시장의 작동 방식에서 효과성과
유연성을 신장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노동시장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와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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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작업장체제의 역사적 효과성을 위협하는 요인들 역시 도처
에서 이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강화되는 국제 경쟁, 서
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은
작업장체제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 수준에서의 조율과 합
의를 요구하고 있다. 작업장 중심 노동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의
제들을 더 이상 작업장체제를 통해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적 협의 기구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체제가
직면한 절실한 과제들을 사회적 고통과 성취의 분담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해결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작업장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의 도전은 다면적이며, 이는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경제사회 구조의 다변화, 복잡화, 그리고 경제사
회 구조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다. 우선 경제사회 구조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통합은 국내
적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역학과 흐름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합의
경로와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업들도 글로벌화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지역적, 세계적, 국가적 일자리와 인적자원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기존의 작업장체제가 통합하지 못하는 분야와 영역이 급속
도로 확장되어 왔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더불어 노동 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서비스 노동시장 통합과 인적자원 활용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노동시장 체제에 융합하는 것 또한 절실한 과제가 되었
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충하고,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
는 것은 당면한 최우선의 노동시장 과제가 되었다. 다양한 영역에서 양
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목소리와 사회적 욕구는 분출하는 반면, 이에 대
응하는 기존 작업장체제와 노동시장의 능력은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
1987 체제의 한계가 점점 더 극명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일자리 세
계의 요구를 기존의 사회적 타협 기구와 제도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1987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임박한 위기는 작업장체제의 자체적 조정 능력이 신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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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대기업의 작업장체제는 기업 단위에서는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었지만, ‘미시 행동’과 ‘거시 선택’ 간의 괴리를 극복할
효과적인 사회적 타협의 기제로 발전할 수 없었고, 기업을 중심으로 전
개된 국지적 균형은 자체의 문제들을 외부 노동시장으로 전가하는 결과
로 이어졌다. 대기업 중심 작업장체제의 영향력과 비중이 축소되고, 이들
의 기득권화가 고착되는 가운데 조직되지 못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목소
리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커다란 도전이 바로 눈앞
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의 능동적, 적극적 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처 노력의 하나로 초기업 수준 ‘사회
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 기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역할과 위
상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제고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사회경제적 타협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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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동운동 : 1987년 이후 노동운동 30년과 대안적 노동운동

제1절 문제제기

1. 연구목적과 의의
본 장의 목적은 1987 노동체제가 30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노동운동
이 직면해 있는 도전적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현재 시각에서 진단하고 가
능한 범위 내에서 노동운동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노동운동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위
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
는지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룬 198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짧게 다루는 대
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노동운동의 위기상황과 그 원인들을 구체적으
로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의 노동운동이 1987 노동체제를 어
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와 이를 위해 어떤 혁신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의 의의는 노동운동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돕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가 많지 않
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평
가 진단을 할 수 있다. 과거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은 여러 차례 198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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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연구를 출판한 바 있었지만 주로 1987 노동체
제에 대한 진단이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지난 역사를 세
부적으로 기술하거나 정리하기보다 현재 노동운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을 통해 현재의 노동운동이 1987 노동체제하에서와 비
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계승해야 하고 무엇을 쇄신해야 하
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이론적 틀
본 장에서는 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수준, 산업수
준, 그리고 현장수준에서 노동운동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노동운동에 대
한 수준별 분석은 각 수준별로 양대 노총, 산별노조, 그리고 기업별 노조
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에서처럼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는 대표성의 부족을, 산업수준에서
는 산별교섭의 성과 부진을, 현장수준에서는 조직노동의 고립을 노동운
동의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원인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
한 위기의 원인은 환경적인 측면, 사용자의 반노조주의 전략 등 노동운
동의 외부적 요인과 노동조합 리더십의 부재, 정책적 대응 능력의 부족
등 내부적인 요인들이다. 특히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내부적 요인에 초
점을 두어 리더십, 정책수립, 그리고 노동계급 간 연대의 측면에서 위기
의 원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운
동의 현재적 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환경적 변화에 대
응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내부적 요인에 위기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현재진단과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
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노동운동 혁신 방안으로 노동운동
의 리더십 재생산, 정책역량 제고, 사회적 연대와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
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노동운동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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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노동운동 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

자료 : 필자 작성.

대안들을 구체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 노동운동의 시기별 평가

노동운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노동운동의 변화를 시
기에 따라 구분해 보고자 한다. Capoccia(2015)에 의하면 시기에 따른 결
정적 분기점 분석(Critical Juncture Analysis)은 정치적, 제도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비교-역사분석의 기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
리나라 노동운동의 변화에 대한 시기적 구분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
분석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평가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제
공할 수 있다. 실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약
10년을 주기로 다양한 도전을 받아 왔으며 내부적 변화를 거듭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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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기(1987∼1997년)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97년 총
파업까지의 기간이다. 이러한 구분은 배규식․조성재(2003)의 연구에서
도 활용된 바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이 기간을 1987 노동체제가 유지,
존속되었던 시기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 이원덕 외(2000) 및 최영기 외
(2001)의 연구는 1987년 이후의 한국의 노동운동을 평가하고 조망하면서
1999년까지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들은 9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약화와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 내부의 이념적 갈등 및 내부 정치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민
주노총을 비롯한 금속연맹 등 산별연맹이 드러낸 이념적 리더십의 위기
를 지적하였다. 이때 노동운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투적 조
합주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권위주의에 맞서 사회적 맥락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현장수준에서는 산업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은 민주노총의 설립이다. 당시 전국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는 1995년 발전적 해체를 통해 민주노총을
설립하였으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 시대
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까
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
는데, 본격적인 노동유연화가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정리해고, 파견노
동 등 수량적 유연화가 제정되면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일
상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는 10년 동안 거듭해 온 노동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기업별로 사용자들은 개
별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 전략을 전면화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노동운동은 환경적 변화 및 사용
자의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전략적 방향을 채
택하는데, 하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이었
다. 당시 노동조합은 낮은 대표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낮은 노조조직
률은 그 원인과 무관하게 현재의 조직노동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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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환 및 정치세력화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는 배규식 외(2008)의 연구
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배규식 외(2008)의 연구에서는 2007년까지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용자와 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의 노
사관계 작동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이전 최영기 외(2001)의 연구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운동을 거시적으로 다루었던 반면 배규식 외(2008)
의 연구는 정치사회적 측면보다 산별노조의 출현 등 노사관계 및 노동조
합 내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규식 외(2008 : 396-399)는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기업별 노조에서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외연을 확
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유연
하면서도 다양한 대안제시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세계화
가 급진전해 오다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제적 투기자본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으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외에 유럽, 남미, 브릭스
등지 신흥국 등에서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
기이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지속적인 침체를 거듭했으며 대중적으로 조
직노동은 전례 없던 고립을 경험했다. 특히, 조직노동의 영향력이 크게
훼손된 시기였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국가수준의 총연맹에 가입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가맹노조가 꾸준히 늘어나기도 하였
다. 미가맹노조의 증가는 양대 노총의 노조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
하며, 근본적으로 양대 노총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기 때문
에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1987 노동체제
가 비교적 유지, 재생산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의 노동운동은 일상적인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전
략의 변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조직화
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정권의 연이은 집권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개혁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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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운동은 더 이상 1987 노동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도부는 여전히 1987 노동체제의 관성
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 노동운동의 방향과 현실 간의 괴리가 점점 커
졌다. 특히 10년 동안 노동운동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상이 하락했는데,
유범상(2008)은 노동운동의 위기가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의
위기임을 지적하면서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자로 낙인찍힌 노동조합 리더
십에 의해 상처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유범상(2008 : 131-133)의
연구는 노동운동의 위기가 조직 내부에 있음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 집행부의 설명회로 변질되어 가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노조
역량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임단협 투쟁,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투쟁
등이 그것인데, 이를 ‘어설픈 전투적 경제주의’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노동운동의 위기가 노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조돈문(2011)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이
노동계급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계급적 연
대를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집단적 연대
보다 개별적 경쟁이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조돈문(2011)
의 연구는 노동계급의 보수화가 다른 계급처럼 일반적이지 않으며 민주
노총이나 미조직노동자들은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조돈문(2011)의 연구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노동
운동 진영의 계급의식이 높더라도 주변의 노동운동이 보수화될 경우 결
국 계급적 노동운동은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계급적, 전투
적 노동운동이 현실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중기(2007)의 연구 역시 전투적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노동조합을 1987 노동체제와 비교하여 다루면서 환경변화에 따른 전투
적 노동조합주의의 쇠퇴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표 5-1>은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세 가지 구
분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관한 평가와 전망을 다룬 기존 연구들
은 주로 1987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20년 동안의 노동
운동의 경과 및 노사관계 시스템을 살펴보았다(최영기 외, 2001; 배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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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노동운동의 시기별 평가
시기

1987∼1997년

1998∼2008년

2009년∼현재

노동운동의
전략

전투적 대중투쟁

산별노조 전환,
정치세력화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유연화 저지

노동운동의
평가

산업민주주의에 기여

노동유연화에 대한
저항과 포섭

계급연대의 쇠퇴와
개별경쟁 확대

자료 : 필자 작성.

윤진호․조효래․이정희, 2008; 유범상, 2008; 이호근, 2010; 조돈문,
2011). 이들 연구의 최근까지 내용들을 정리하면,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
해 대체로 동의하면서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노동운동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은 노동운동 내부 혹은 외부에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투적 조합주의로 대변되어 온 1987 노동체제로는
노동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3절 노동운동의 현재

제3절은 노동운동을 국가수준, 산업수준, 그리고 현장수준에서 진단한
다. 이러한 진단은 1987년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주
요하게는 1987 노동체제 이후 노동운동의 성과와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노동운동의 한계를 의미한다.

1. 국가수준의 노동운동 : 노동인권 개선 or 대표성 부족
1987 노동체제에서의 노동운동은 중공업,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의 남
성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이면서 계급적인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는 점에서 1960∼70년대 경공업 여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과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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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은 정치적 민주주의
만이 아니라 분배 개선 및 노동인권 보장 등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중요한 조직적 과제로 삼았다. 반면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폭적인 임금
인상, 복리후생 확대 및 노동인권이 향상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
한 노동조건의 개선에는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을 전개했던 전노협의 투쟁성
을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질적 성장을
위해 산별노조가 건설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진보정치를 통
해 정치시스템 개조 및 사회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건설이란 슬로건으로 한국노총과의 차별성을 강조
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주력했으며 어느 정
도 조직적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87년 이후 전국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투쟁이었던 1997년 정리해고․파견법을 반대하는 총파업
을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산별노조로의 전환,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하
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 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97∼98년 외환위
기를 계기로 일상적인 구조조정,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유연화 및 기업
의 개별적인 고용관계 전략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
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조직하지 못한 노동운동은 과
거 ‘민주노조’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반면 세계화 및 구조조정기에 노동운
동의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노동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보상을 받고 있는 대
기업 노동자만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낙인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민주노총에 속한 조합원의
다수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고임금 그룹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 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노총은 2000년
대 이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과거처럼 크
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더불어 전국적인 수준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해 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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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총58) 역시 설립 이후 최근까지도 노동계를 대표해 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조율을 해 왔으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
면서 점진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 왔다. 한국노총이 지난 10년 동안
조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등에 적지 않은 저지선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
니었다. 예를 들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전략을 표방하였지만 전면적
인 투쟁은 드물고, 대부분은 정부교섭을 위한 전략적이면서 일시적인 투
쟁이었다. 교섭도 노동운동 진영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소극적
이고 방어적인 교섭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국가수준의 노동운동은 1987년 이
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인권을 개선한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비정규․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성과가 크지 않고 노조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과연 양대 노총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적 질문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
조조합원 수의 변화와 조직률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림 5-2]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조조직률은 2000년대 약 12%에서 2014년 현재
약 10%로 약간 더 떨어진 상황이나 노조조합원 수는 오히려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직현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노동
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5년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84만 3,442명이며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63만 6,249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
동조합 일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현재 법외노조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 법외노조를 포함할 경우 노동조합원 수는 2014년의 190만 5,000명
수준보다 약간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내
외의 낮은 조직률이 유지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늘어나는 비정규 노동자
들을 조직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8) 한국노총은 1961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5개 산별연맹과 16개 시도
지역본부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5년 현재 단위노조는 3,329개로 총 조합원 수는
94만 8,7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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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조합원 수 및 노조조직률 변화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6 KLI 노동통계.

다음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해 있지 않은 미가맹, 독립노조의 증가도 양
대 노총의 노동자 대표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조합 현황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거의 큰 변화
가 없었으나 미가맹노동조합의 경우 2000년에 4만 명에서 2015년 현재
44만 5,000명으로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6a). 미가맹노조의 증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지도
력의 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노총
이 강조해 온 실리주의의 위기이며 이념적인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강조
한 민주노조의 위기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0%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미가맹노동조합이 증가하는 상
황은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중노동시장의 해결인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은 일
상적인 고용불안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민
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조직노동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효과적인 대
응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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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2016a), 2015년 전국 노동조합 현황 분석.

2. 산업수준의 노동운동 : 산별노조의 완성 or 산별교섭의 실패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
다. 민주노총은 출범 초기부터 산별노조 건설․정치세력화를 주요 슬로
건으로 내세우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조직적 과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공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여러 산
별노조를 조직한 성과를 남겼는데, 2007년 1월 공공서비스노조, 운수노
조가 출범하였으며 그해 11월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하였다. 2015년 현재
양대 노총의 전체 조합원 중 56.7%가 초기업단위 노조로 조직되어 노조
의 조직형태는 산별노조가 사실상 과반 이상이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의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 노동체제하의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되어 산별
수준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성과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
다. 첫째, 산별노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산별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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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산별교섭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공
존하는 상황에서, 산별차원으로 교섭을 하더라도 다시 기업별 지부와 더
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을 이중의 부담으로 받아들
이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단체는 산별교섭에 임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
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별교섭과 기업지부(혹은 지역지부) 교
섭의제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둘째, 산별교섭의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남기
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산별협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산별협약이 노동조합에 미가입
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법제도적 상황에서 기업
별 지부 중심의 산별노조는 여전히 해당 조합원들에게만 갇혀 있을 수밖
에 없는 상황이기에 산별노조의 조직화 전망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예를 들어 산별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점도 산별노조의 형식적 진화를 잘 보여준다.
비록 산별노조로 전환되면서 미조직노동자가 조직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
니지만 그렇다고 주목할 만한 조직화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산별노조의 조직화 성과가 크지 않은 중요한 이
유 중 하나는 다른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기업별 노조의
관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동운동의 리더십
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로 조직체계가 통
합되면서 기업지부로 재편되었지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산별활동보다 기
업 내 활동을 여전히 중심에 두고 있다. 노조자원도 기업지부에 편중되
어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과거 산별연맹체에 비
해 조직적인 통합력을 얼마나 확보했으며, 산별노조가 단일노조로서 얼
마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3. 현장수준의 노동운동 : 민주노조의 건설 or 조직노동의 고립
현장수준의 노동운동은 현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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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운
동은 현장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부터 노동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생산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나 생산직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그리고 노사 간 대화 채널의 공식화 등이 민주노조 건설의 성과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용자의 반노조 정서가 거세지면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조직된 노동운동이 계급적 연대
를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근로조건과 노동인권을 신장시켰다면 지난 10
여 년 동안의 현장 노동운동은 사업장 내 조합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
대를 거의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운동의 자원과 역량이 대
기업, 공공부문 등에 집중되면서 노동의 양극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간과
할 수 없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조조직률을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공급이 불균
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0인 미만의 소
규모사업장 노조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속할 경우 노조조직률은 62.9%로 매우 높아진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노조활동이 활발하고 성과가 높은 대기업 집단
에 속한 조합원의 고용조건이 더욱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노조가 거의
조직되어 있지 못한 100명 미만의 사업체 규모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과
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표 5-2> 사업체 규모별 조직 현황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노동자 수

11,319,000

3,783,000

1,913,000

2,472,000

조합원 수

14,901

102,228

235,279

1,554,335

조직률

0.1

2.7

12.3

62.9

자료 : 고용노동부(2016a), 2015년 전국 노동조합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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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양극화가 임금노동자의 소득양극화에
기여하게 되면서 대기업 및 정규직 노조 등 조직된 노동의 사회적 고립
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노조가 조직된 경우 노
조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사회적 동의와 지지
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정규직 지위를
가진 조직된 노동의 요구는 미조직된 90%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투쟁과 요구는 노동자 계급의 요구가 아닌 정
규직만의 과도한 요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노동운동의 성과가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었
다. 주요한 변곡점은 1997∼98년 외환위기로, 이 시점을 경과하면서 노동
운동은 과거와 같은 사회적 정당성이나 노동계급 내 선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지 못해 왔다.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노동운동은 영향력이 축소되어
노동자 전체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노동운동
의 질적 도약을 위해 추진되던 산별노조는 형식적인 완성에 그쳐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지 못했다. 현장수준에서의 노동운동 역시 노동조합
이라는 자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서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노동의 양
극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제4절 노동운동의 위기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들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진단해 왔다. 예를 들
어 이호근(2010)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위기를 조직화의 위기, 대표성
의 위기, 노동시장 양극화의 위기로 진단한 바 있다. 본 절은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들을 나열하기보다 노동운동 내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노동운동이 직면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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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위기가 비단 노동운동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
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그동안 제기된 노동운동의 위
기 역시 다양한 환경적 도전들에 대해 노동운동 내부적으로 충분한 대응
력을 갖추지 못해 위기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2000년
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운동 리더십의 재생산
노동운동이 직면한 위기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재생산되지 않는 것
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각각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다루었다(예 : 배규식 외, 2008; 유범상,
2008). 리더십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노동
운동에 적용해 보면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좁게는 조합원, 넓게는 노동자
전체에 대한 노동운동의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범상(2008)은 경
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리더십을 순교자, 박해받는 자,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조, 노동해방, 사회변혁이란 사회적 담론에 의해 형
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둘러
싼 담론은 정규직의 고립과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운동 내부정치의 실패
이며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귀족노조간부, 이기주의자, 경제위
기의 주범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표 5-3 참조).
유범상(2008)의 논의를 최근으로 확장하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2
년 이후 노동운동 리더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운동 리더십은 경제위기 직후 노조만을 대변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규직 노조만을 대변하는 특정집단의 수호자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또 합리성이 결여된 채 조합원만의 고용조건을 지키려는 당
위론자들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노동운동의 부정적인 리더십을 설명하는
데 주된 증거로 등장하는 담론은 노동의 양극화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양극화, 성별 차이에 따른 양극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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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양극화 등이다. 이러한 노동의 양극화는 노동자 간의 임금, 고용, 복
리후생, 산업안전 등 노동조건을 둘러싼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리더십이 노동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수준에 불
과한데, 과연 노동운동이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자성적 목소리가 크다. 또 원
청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차별도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된 바 있는데, 안
주엽 등(2015)에 따르면 하청기업의 평균 임금은 원청기업의 70% 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원청기업의 노동조합
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성별 소득격차도
여전하여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0% 선에 머물러 있으
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5-3 참조).
확대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양극화 과정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리더십은 고립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미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노동
운동 리더십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노동운
<표 5-3> 리더십의 변화
민주화시기

경제위기 이후

2012년 이후

노동운동
리더십

순교자, 박해받는 자,
의인

이기주의자, 귀족노조,
경제위기 주범

정규직의 대변자,
당위적인 원칙론자

노동담론

민주노조, 노동해방,
평등세상

집단이기주의,
노동귀족

노동의 양극화

민주노조운동, 전투적
경제주의를 통한
임금․복지․권리의
향상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고립,
비정규직 증가,
노동운동 내부정치의
실패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확대(정규직/비정
규직, 남성/여성,
장년/청년)

3저호황, 권위주의,
개발모델

외환위기, 절차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모델

신보수주의,
신고립주의의 등장

요인

정치경제
상황

자료 : 유범상(2008 : 3) 재구성. 2012년 이후는 저자가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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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고립화된 이미지는 활동의 정당성마저 훼손할 때가 많아 전반
적으로 사회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의 고립된 리더십은 지연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재생산
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들
을 보면 양대 노총, 산별노조, 그리고 주요 기업별 노조에 이르기까지 20
∼30년의 활동경력을 가진 간부들이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여전히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며 노조지도부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상황이
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지도부의 재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 지도부의 고령화현상은 차세대 노동운
동의 리더 그룹을 양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만, 세력화된 노동운동이
젊은 세대에 기회제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존재한다. 문제는 노동
운동 지도부의 고령화 자체가 아니라 오랜 활동의 경험이 오히려 노동운
동의 혁신과 변화에 장애물로 작동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
주노총의 한 간부는 판에 박힌 사업과 구태의연한 집회를 보면 노동조합
이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주기보다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
닌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2. 노동정책
노동운동 진영의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적 개입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노동운동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의 정세적 개입력
을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노동과 연관된 주제
가 아니더라도 87년 이후 세계화, 일자리 변화, 소득 양극화, 세대 간 경
쟁,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높아진 점 등 노동시장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계속되어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의 의미 있는 대안들은 찾아보
기가 어려워졌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은 사회민주화 및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크고 작은 목소리를 발
산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의견개진 그룹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그러
나 지난 10년 동안의 노동운동은 느슨해지고 약화되었으며 정치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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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노동의제를 제기하거나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
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현안들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은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칠 뿐, 더 이상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현안인 비정규직의 증가나 청년
실업에 대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 진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정규직화’라는 선언적인 주장만 되풀이할 뿐 현실
성, 구체성, 정당성을 고려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세를 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노동자,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등에 대한 주요
노동정책들에 있어서도 정책적 개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
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정치적 보수화와 재벌 등 기업 집단의 노동유연
화를 비판하지만 이마저도 비판에 그치고 있어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노동운동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거의 사라지자 노
동의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줄어들고, 노동의제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재생산되지 못했다. 노동운동이 노동의
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당부분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비
해 양극화 확대와 사회적으로 갑과 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노
가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발
생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국정농단으
로 인한 촛불시위 등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도리어 노동운동이 이러한 사회적 관심사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적 개입력 약화는 단지 의지 부족이 아니라는 점
에서 좀 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양대 노총 등 조직노동이
정세에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분석 및 대안생산능
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명준 외(2013)의 연구는 민주
노총과 한국노총의 정책역량을 분석한 바 있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정책
관련 지출규모가 전체 예산 대비 매우 작고,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
여 안정적인 정책생산이 매우 어려운 구조임을 발견하였다. 지난 2010년
민주노총의 1년 총 지출액은 90억 원가량 되지만, 이 중 정책 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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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1억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민주노총과 달리 연구조직인 중앙연구원이 1995년에 설립되어 정책
실과 함께 연구와 정책생산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역시 총연맹의 방향을 수립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 개입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대
노총 모두 총연맹-산별연맹(산별노조)-기업노조(기업지부) 간에 유기적
인 정책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단위별로 개별화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정세적 개입력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역량의 훼손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정책역량이 조직적으로 재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
동운동 진영의 정책생산은 몇몇 뛰어난 개인에게 의존되어 왔으며, 정책
생산 역량을 보전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민
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내 정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조
차 없다. 따라서 능력 있는 개인이 조직을 떠날 경우, 정책생산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인 정책생산도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둘째, 정책부서의 독립적인 역할이 보장되지 않고 정책생산도 집행부
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생산은 전문적인 영역이
며 안정적인 유지가 성과를 축적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집행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갖춘 정책역량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총연맹에서부터 개
별기업노조(지부)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교체에 따라 정책역량도 지도
부의 성향에 맞게 교체되어 왔다.
셋째, 정책생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세적으로 개입
하고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리 개발과 함께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수립과 실행은 중요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특히, 민주노총의 한 활동가는 모든 것을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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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려는 민주노총의 투쟁만능주의가 조직 내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고 말했다(매일노동뉴스, 2016년 5월 2일자 참조). 투쟁 이외의 정책적
대안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의지와 투쟁력이
라는 인식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역시 정책수
립을 정부교섭과 정부위원회에서의 논리적 도구로만 과소평가하는 경향
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연구를 꾸준히 축적하거나 안정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데 있어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실천 방향을 수
립할 기회를 상실했으며, 현재는 노동현안에 대한 정세적 개입도 버거운
상황이다. 간혹 연구용역 등을 통해 외부 연구자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외부 연구자의 ‘개인적 희생’에 의존해
있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3. 사용자의 인사/고용/노조전략에 대한 대응
지난 10년 동안 노동운동이 제한적인 리더십과 정책 부재로 혼란에 빠
져 있는 동안 사용자는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포섭 전략과 노조에 대한
공격적 봉쇄 전략을 동시에 활용해 왔는데, 이는 개별적 고용관계의 발
전, 노동유연화의 실현, 노조무력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있는 개별적 고용관계 전략, 노동유연화 전
략, 공격적인 노조회피(무력화) 전략은 노동운동의 약화에 기여했으며
노동운동은 이러한 사용자 전략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가. 개별적 고용관계 전략

87년부터 97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현장권력에 영향을 가지
고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의 개별노동자들에 대한 포섭 전략은
매우 눈부신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기업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의 변
화이다. 87년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노동조합은 내부노동시장을 강화하
면서 연공급형 인사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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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력이 둔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은 내부노동시
장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시도, 발전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대
표적 재벌기업인 삼성의 신인사관리정책을 필두로, 대기업의 사무관리직
을 대상으로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임금시스템이 대거 도입되었다. 성과
주의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개별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경쟁을 동반하였
고, 개별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통해 전체의 이익을 확보하기보
다 개별의 생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에는 관
리사무직만이 아니라 생산직 부문에도 성과주의 임금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2002년 이후 김대중․노
무현정부 역시 신공공관리정책을 수용하여 공공 부문에도 공공성만이 아
닌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성과주의 인사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도 하였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개별적 고용관계 전략은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의
도입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충처리와 기량
을 발휘할 수 있는 경력개발, 직무급, 숙련급 등에 대한 도입으로 이어졌
다. 또 조돈문(2011 : 29)의 지적처럼 개별적 고용관계 전략은 생산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노동자들의 탈숙련화와 고용불안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개별적 고용관계 전략에 바탕
을 둔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비단 대기업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
니라 노동 현장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확산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
인데, 이러한 사용자들의 개별적 고용관계 전략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수록 노동조합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나. 노동유연화 전략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노동유연화의 확대
이다. 87년 이후 90년대 후반까지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하는 시
기였다면 97년 외환위기는 노동유연화의 계기가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97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가 허용된 것에서 출발하
여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기간제, 파견․용역, 단시간, 특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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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재택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비록 정규직에
대한 일반해고는 어렵지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일
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수량적 노동유연화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전략은 정규직을 내부적으로 포
섭하는 대신 정규직의 암묵적 동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기업과 정규직의 암묵적 동의가 가능했던 것은 비정규직의 고
용을 통해 양자의 이해가 수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기업
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수요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으며 부
가적으로 노동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현장 내 기득권을 유
지하고 고용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이 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비정규직에게 그만큼을 차감하여 총 비용
을 늘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노조의 비정규직 활
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는 조합원들의 묵인을 통한 것이었다. 정흥준․송
민수․허인․김윤호(2015)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
직 노동자들은 회사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노조에 대한 지지를 철
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커지고 차별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몇 가지 사용제
한들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사용자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멈추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2007년 제정된 기간제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기간제노동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
로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기간제노
동자들은 더 이상 늘지 않은 대신, 단시간과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다양
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비정규 고용형태의 사용제한은 사
용자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비정규
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운동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조직화를 시도하였
으나 이 역시 몇몇 성공사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성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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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도 때론 ‘이기주의적
인 투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 노조개입 전략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용자들은 개별적 고용관계를 통한 포섭 전략과
함께 집단적 고용관계에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
였다. 특히 2011년 복수노조가 사업장 단위에서 허용됨에 따라 지향점이
서로 다른 노동조합 간의 경쟁이 발생하였지만 강성노조와 구별되는 협
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노동조합들도 대거 생겨났다. 심지어 노동
조합의 파업 이후 회사의 직간접적인 비호 아래 조직된 신규 노동조합들
도 있어 복수노조에 대한 애초의 취지와 달리 복수노조가 사용자들의 노
조탄압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사용자의 노조활동에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라는 제도
적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500명)의 78.0%가 복수노조가 생
긴 이유로 ‘회사의 노조파괴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지회 조직
력 취약’(6.4%), 노노갈등(12.2%) 등은 소수의견으로 나타났다(안재원,
2016). 실제 금속노조의 발레오만도,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이너지 등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컨설팅회사였던 ‘창조’는 복수
노조 설립 →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노노/노사갈등 유발 → 강성노조
파괴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하여 고용노동부가 대표
노무사의 등록을 3년 동안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예는 부정적인
사례이지만 사용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전략
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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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 노동운동의 혁신 방안

앞 절에서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의 원인들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운동은 국가수준, 산업수준, 그리고 현장수
준에서 각각 노동자대표성의 부족,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의 실
패 및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고립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노
동운동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만 있지 않고 오히려 노동운동 내부적 한계라는 점이다. 현재 노
동운동이 직면한 위기의 상당부분은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이면서 동시
에 정책 재생산의 위기라는 점에서 1987 노동체제가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은 박명준 외(2014)의 연구나
노중기(2007 : 114-115)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이들 역시 1987
노동체제의 산물인 전투적 조합주의가 변화된 지형에서 더 이상 적합하
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노동운동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인지 시론적인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한
노동운동의 혁신적 과제들은 리더십의 재생산,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정
책역량 제고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1. 리더십 재생산
이미 살펴본 대로 현재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
기도 어려우며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고립된 이미지를 강
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현재의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는 관성적인 운동을 반복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1987 노동체제의 유산인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
운동 리더십은 지난 30년 동안 변화해 온 환경에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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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리더십의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노동운동 지도부를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 출신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동자 그룹(예 : 청
년,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운동
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소외된 노동자들
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제공한다. 둘째, 젊
은 노동운동가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야한다.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20∼30년 동안 노조간부를 해 온 지도부들
이 많다. 이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새로
운 세대를 양성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외국의 사례처럼 채용직으로 입사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도 단순 실
무 역할이 아닌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노동
조합으로 내부화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며 전문적인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연구역량 확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위기는 정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러한 주장은 2000년대 초반 배규식․조성재(2003)의 연구에서부터 최근
박명준 외(2014)의 연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실제, 노
동운동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고용 및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문제나 현
장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및 정부의 노동정책을 포함한 노동 관련 다양
한 이슈들에 대한 조직노동 혹은 노동운동 진영의 대안 제시가 거의 사
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노동운동의 핵심적 가치인 평등과 정의의 실
현을 위해서는 소수의 조직된 ‘투쟁’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적 ‘지지’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사실상 실패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등에는 정책연구원이 별도
로 없으며, 있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인원이 제한된 역할만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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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준이다. 정책연구원에 대한 투자 없이 정책생산이 불가능함을 인
지하고 장기적인 재원확보, 전문인력 확충, 연구독립성 보장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역량은 연구자들만의 몫이 아니므로 노조지
도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조직적 과제로 삼
아 단기적인 교육이 아닌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노동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네
트워크를 조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모든 정책적 방향들을 노동
운동 내부에서 재생산할 수만은 없으며 때로는 정책적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연대(비정규직, 청년, 여성, 고령노동자)의 회복
앞서 현장수준에서의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기업 내부로 편협하게 작
동하고 있으며 이는 왜곡되고 분절적인 노동시장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
음을 서술하였다. 그 결과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대중
들로부터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조직노동은 비
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
과의 연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소외
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울림이
나 감동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형식적이고 책임을 면피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몇 가지 희망적인 실
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운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더
많은 조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로 최저임금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적용받
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사
에 대해 노동운동은 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최저임
금의 적용 확대 방안과 같은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희망연대노
조․한국비정규노동센터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조직주체들의 성공적인
실험에 주목하여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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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박명준․권혜원․유형근․진숙경(2014)은 대형마트,
희망연대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대
리운전기사노조, 지역노동단체 및 외국인노동단체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조직화 주체들이 노동조합의 외연을 넓히는 데 성공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계급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조직노동의 자기희생적 연대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원․하청 문제
만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 및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크게 개선된 것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노동조합 및 노
동운동의 양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견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전술이 무엇이든 계급적 연대를 위한 조직노동의 자기실
천이 필요하며 이는 추상적인 구호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행
동할 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다룬 87년 이후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은 시론적인 수준의 논의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째,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
다. 이는 복잡한 이슈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가 시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의 연구에서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다각
도로 노동운동의 평가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87년 이후 30
년의 노동운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투적 조합주의, 이념적 계급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87년 노동운동의 방향성이 현재 노동운동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을 혁신할 수 있는
대안적 논의를 심도 깊게 다루지는 못하고 평가의 연장선에서 혁신 방안
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1987 노동운동체제가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면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를 제안해야 했지만, 현재의 한계를 혁
신하자는 식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의 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현재적 관점뿐만 아니라 노동의 미래에 관한 전
망을 통해 노동운동의 발전 전략 및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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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 :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59)

제1절 머리말

근래 “한국 경제는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는 가운데 급속한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의 중첩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낮은 고용률, 비효율성,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 청년
고용문제 등 노동시장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노동시
장과 노동정치에는 과거 30여 년의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고용노동 질서
와 관행이 온존해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도처에
서 구조적인 문제와 비효율,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60)
그간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영역에서 매 시기마다 당시의 쟁점들을 풀
기 위해 관련법이나 정책, 혹은 제도 개선을 위한 단편적인 노력들이 이
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시도는 비록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진행되긴 했지만
59) 이 글은 필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체제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각종 글과 자료를 토대로 종합하여 재작성한 것이
다.
60) 장홍근(2016a), ｢9.15 합의 정신 존중… 노동개혁, 현장에서 열매 맺어야｣, 정책
브리핑(2016.2.23.). 웹주소: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
=148809772&pkgId=495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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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을 넘어 현행 노동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문
제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떠밀려서가 아니라, 노사정 경제
사회 주체들이 노동시장을 필두로 한 현행 노동체제의 제 문제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2015년 9.15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가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보와 과
정관리 실패, 그로 인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선언으로 현 시점에서는 실
패한 프로젝트임에 분명하지만 9.15 합의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좌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노동정치 과정은 한국에서 정부 주도의
비대칭적 중앙 차원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
황에서,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
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전략과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국의 특수한 노동정치 맥락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성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2절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노동정치 및 사회적 대화의 개념
가. ‘노동정치’의 개념

학계에서 노동정치 개념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노동정치 용어에서 ‘노동’을 ‘정치’ 주체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고,
둘째는 ‘노동’을 ‘정치’ 영역이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노동조
합이나 노동운동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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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파악하는 반면, 후자는 노동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둘러
싼 노사정 등 각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노동정치를 파악한
다. 후자의 접근은 전자를 부분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노동정치
개념 접근이라 하겠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임영일(2013a)을 들 수 있
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이병훈․유범상(1998)을 들 수 있다. 이병훈․
유범상(1998)은 노동정치를 “국가, 자본, 노동 3자가 자신들의 이해와 의
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적인 상호작용의 장이자 과정”으로
정의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주체로 상정하는 좁은 의미의 노동정치 개
념보다 넓은 맥락의 노동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정치
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지만, 기존의 노동정치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노동체제’ 관점에서 노동정치에 접근하고자 한다.
곧 노동정치는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행위 차원 구성 범주로 파
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노동정치를 “경제사회의 주체인 노사
정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시장, 노동력 재생산구
조,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등 노동체제의 구조적 구성 범주들을 자신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혹은 유지)시킬 목적으로 전개하는 거시, 미시
차원의 대화나 협상 혹은 각축과 같은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나. ‘사회적 대화’의 개념

“사회적 대화는 통상 국가 수준에서 사업장 수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간
의 공식․비공식 협의와 조정, 합의를 통칭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사업
장 단위 노사협의회나 지역․업종․국가 차원의 각종 노동관련 협의회․자
문회의가 모두 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ILO의 삼자주의(tripartism)에서
부터 전통적인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서술적인 개념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대화는 사회
적 협의(social concertation)와 사회협약(social accords, social compacts)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최영기, 2008 : 1).
필자는 기존 사회적 대화 개념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면서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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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노동체제와 연관시켜 정의하고자 한다. 곧 사
회적 대화를 거시, 미시 등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의 방식
으로 전개되는 노동정치의 일종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회
적 대화는 거시, 미시의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체제의 변화 혹은
유지를 목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노사정 당사자 사이
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61)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조합주의와 사회협약의 정치

조합주의(혹은 원어 그대로 음역할 경우의 코포라티즘)는 ‘조합주의적
억압’(Valenzuela, 1989)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 남미 권위주의 정권
의 억압적 노동 포섭과 지배 양식을 설명하려는 데서 출발한 개념이다.
하지만, 조합주의는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조직노동 및 사용자조
직 일반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틀로 발전하면서 국가조합주의, 신조합주
의(네오 코포라티즘), 혹은 사회조합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유형화되기도
한다. 여하튼 조합주의 이론에 있어 조직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
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것들은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chmitter and Lehmbruch eds., 1979; Lehmbruch and
Schmitter eds., 1982). 조합주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노동과 기업가 조직,
그리고 정부 등 노사정 3자 협력체제를 통한 제도적 대응이 시장의 작동
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정부의 통치능력(governability)과
거시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박동 외, 2007 : 8)).
사회 조합주의는 중남미 등에서의 전통적 국가조합주의와 달리 서구
민주국가에서의 노사, 노정 간의 조율된 협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

61) 사회적 대화를 기업이나 산별 차원에서 임금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싸고 전개
되는 교섭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경우, 사회적 대화 개념이 갖는 명징성이나
여타 개념범주와의 차별성이 희석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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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임영일(2013b : 358)은 사회조합주의를 “계급, 계층적 기반 위
에 조직된 사회조직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율적 교섭․조정․
조율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핵심적 의사결정을 이
루고, 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이를 수렴하며 정부가 그 이행을 담보하는
체제”로 해석하였다.
다수의 조합주의 이론가들(Cameron, 1984; Bruno and Sachs, 1985;
Calmfors and Driffill, 1988)은 사회협약의 출현과 안정화의 조건으로 ‘이
익조직들의 고도의 중앙집권화, 대표독점, 친노동정당의 집권’ 등을 지적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1970년대의 영국이나 이탈
리아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신생민주국가들에서 사회협약 정치가 일
반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장홍근, 2015 : 6).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레지니(Regini, 1984)는 사회협약의 출현과 안
정성은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즉 “사회협약은 노조 등의 참여자들이 참여에 따른 이득과 비
용을 고려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출현하게 된다
는 것이다”(장홍근, 2015 : 6). 보다 구체적으로 레지니는 노조가 장기적
인 교환의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조건으로, ①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단
체교섭보다 정치시장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 ② 대표성의 위기를 통제
할 수 있는 고도의 조직적 능력, ③ 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에 있어 독과점
적 지위의 확보 등을 들고 있다(Regini, 1984 : 128～31, 장홍근, 2015 : 6).
유사한 맥락에서 오도넬과 슈미터(1986)는 사회협약을 “노․사․정․
농․시민단체․정당 등 그 참여자들의 ‘사활적 이해(vital interests)’를
서로 보장해 주는 가운데 사회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권력의 행사를 지배
하는 규칙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일련의 선택된 행위자들 사이의 명시적
합의”(O’Donnell and Schmitter, 1986)로 정의하였다.
1980년대 들어 유럽 각국에서 사회협약의 체결 사례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남유럽(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과 아일랜드 등 조합주의적
전통이 약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나라들에서조차 정부 주도의 노사정 합의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가 경제위기의 해결이나 정
치적 목적으로 노동과 사용자 조직의 협력을 추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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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났다. 이들 사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스웨
덴처럼 사회조합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에서조차 조합주의의 전통적
의제였던 분배 이슈보다 성장과 생산성, 국가 경쟁력을 중요 의제로 다루
는 사회협약의 정치가 등장하였다. ‘경쟁력 조합주의’(competitiveness
corporatism),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neo-liberal corporatism), ‘린 조
합주의’(lean corporatism) 등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협약의 정치를 포착하
기 위한 개념들이다(Traxler et al., 2002; 장선화, 2015 : 48～52 참조).
나.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

직접적으로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토론
회 등에서의 단편적인 논의를 제외하면 학계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은 거
의 없는 상태이다. 사건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의 주제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으
로 전망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고할 만한 연구들은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일
찍이 노동체제의 전환을 노동정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장홍근, 1999;
노중기, 2008; 박동, 2005 등)이 있고, 구체적인 노동관련 법제도 혹은 노
사관계구조의 변화를 노동정치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병훈․유범상,
1998, 2001; 이종래, 2005)도 제출된 바 있다. 이광근(2013)은 ‘노동체제’
와 관련하여 노동력 재생산, 노동시장, 노동과정, 계급정치의 4개 하위체
제로 구성된 새로운 노동체제 개념을 제안하면서 노동체제 접근의 발견
적 유효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정치의 가능성 및 조건에 대한 연구들
이 축적되어 왔다(노중기, 2010; 장선화, 2014, 2015; 최태욱, 2013). 이
연구들은 서구 연구자들의 결과를 따라 서구의 사회합의주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전적 사회합의주의 내지 사회협약의 작동조건으
로 ‘노사 이익조직들의 고도의 중앙집권화’, ‘노사의 독점적 이익대표체
계’ ‘친노동정당의 집권’ 등을 지적한다. 하지만 1990년대 네덜란드, 아일
랜드와 같이 이러한 요건을 결한 나라들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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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위기 극복의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상의 요건들이 사회합의주
의의 일반적 요건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태욱(2013)은 1990년대 이래의 경쟁력 사회합의주의의 발전
역시 공통적인 정치제도적 조건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와 관련
하여 그는 ‘정부의 노동민감도’ 분석을 토대로 하여 비례대표제-다당제연립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경쟁력 사회합의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정치가 뿌리내리기 어
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낮은 노조조직률, 기업
별 노동조합 조직과 분권화된 교섭, 노사 단체의 대표성 부족, 노동자 이
익대변 정당의 부재, 노사정 간 신뢰의 부족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래 넓은 의미에서 ‘경
쟁력 조합주의’로 분류됨 직한 유형의 사회협약의 정치를 꾸준히 시도해
왔고 간헐적으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어온 것도 사실이다. 국내 학계
에서 구조결정론적 입장의 조합주의 이론보다 경제사회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전략적 선택이론’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까
닭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사회적 대화의 전개와 한계

1.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62)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맹아는 1990년대 초에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
는 1987년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조직노동의 급성장과 노사갈
62) 이 부분은 졸고 장홍근(2013a), “지역파트너십, 신기루 혹은 좁은 문”, 조성재 외
(2013),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pp.357～
366의 내용을 발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와 지역파
트너십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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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임기 말인 1992년 6월 노총과 경총은 중앙노사협의기구
인 ‘국민경제사회협의회’63)를 공동 설립하여 출범시켰다”(동아일보, 1992년
6월 17일 7면). 1993년 2월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그
해 6월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노사관계부문의 중점 목표로 ‘사
회적 합의’ 창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노력은 1993년과 1994년 두 해
에 걸쳐 사회적 합의 형식을 빈 ‘노총-경총 임금합의’로 구체화되었지만
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좌초되었다”(장홍근, 1999 : 100～101; 장
홍근, 2013a : 358).64)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제도화된 조직적 틀은 없었
지만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것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
원회에서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법제 개혁 시도였다.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제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등 당
시 노사관계 현안 및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
시장 관련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노사관계개
혁위원회에는 공익전문가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물론 민주노총을 포
함한 양대 노총까지 참여하여 장기간의 깊이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
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당시 공익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일
부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1996년 12월 정부여당은 노개
위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양
대 노총은 즉각 유례없는 총파업으로 대응하였고 1997년 3월 정부여당이
노동법을 재개정함으로써 위기는 봉합되었다(장홍근, 1999 : 189～244 및
63) 국민경제사회협의회는 중앙노사대화기구로서, 이듬해 출범한 김영삼 정부하에서
1993년과 1994년 2년 동안 중앙노사합의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지만 이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 동력의 약화로 해체
되었다.
64) 그 이전에 정부는 1988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
이 커지자 1992년에는 ‘총액임금제’라는 변형된 형태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장홍근, 1999 : 121～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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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유범상, 1998 등 참조).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노사정 간 대타협
의 결정적 국면을 열었다.”(장홍근, 2013a : 358). 1997～98년간의 경제위
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2.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에 결
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초유의 경제위기라는 외압에 의해 성사된 협
약이라는 점에서 2.9 사회협약은 ‘강제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
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1998년 2.9 사회협약은 단기간에
방대한 내용을 담은 타협에 성공했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점에
서 단기적으로 성공한 대타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타협 직후 곧바로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래 줄곧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이 이어졌으며, 2.9 사회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점검체계가 충분치
못해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체제의 열
악한 동태적 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실패한 사회협약
으로서의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1997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9 사회
협약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 교원노조 결성 보장(1998년), 복수노조와
교섭구조 문제(1999년), 근로시간 단축 합의(2000년),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대책(2001년),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관련 합의(2001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2002년), 노동쟁의조정제도와 관행 개선
(2002년), 전력산업 합리화(2002년) 등 노동 분야의 주요한 정책 이슈들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법제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원회, 2008; 장홍근, 2013a : 359).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분권에 방점을 두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2005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시도했지만 좌절하기도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의제로 외연을 넓
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2007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조직 위상과
활동 영역의 확대를 지향하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적 대화의 주요한 성과들로
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직업능력개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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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마련을 위한 합의(2004. 12. 29),
지역노사정협의회 사업,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등 합의
(2005년), 노사발전재단 출범 합의(2006년), 고용보험제도 발전 합의
(2007∼08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
화와 다양한 합의들은 이후 노사협력적 고용, 인적자원개발 사업 및 법
제도의 뿌리가 되었다.”(장홍근, 2013a : 360～361)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의 활
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말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
제위기를 거치며 이듬해 2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2009.2.23)를 도출하면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
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이듬해 7월 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의 입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3
: 156 참조). 이때 마련된 공익안은 이후 이어진 정책토론회를 거쳐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지역 차원에서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동하였다. 2010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 촉진, 그리
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
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근로시간 문제에서 촉
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2014년 9월 출범한 노동시
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와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사회적 대화의 한
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위상이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정 기구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특히
대통령의 국정철학, 그리고 위원장의 정치력 영향력 정도에 따라 조직
위상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대표성 면에서 한계를 지녔다. 1기에 민주노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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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후에는 한국노총만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함으로써 노동계 대표성
에 문제가 있었다.
셋째, 노정관계 경색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대
화가 마비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곤 하였다.
넷째, 노사정 간의 합의 및 건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행 점검의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 따라 이행평가위원회65)가 꾸려져 운영되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노사정위원회 조직과 예산, 운영의 고용노동부 의존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설립기와 이후 일정 기간엔 이런 체제가 조직의 안정적 운영
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지만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대화기구로 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여섯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1998.2.6),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2004.2.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2009.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2015.9.15) 등 종
합적인 경제사회 쟁점들을 포괄한 사회협약들도 몇 차례 체결되었지만, 상
65) 이행평가위원회는 2007년 4월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재
편되는 가운데 설치되었으며, 내용상으로 종전의 이행점검반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현행 이행평가위원회의 전신인 이행점검반은 제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점검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 시기인 1998년
9월 2일 상무위원회 제5차 실무위원회 의결에 의해 최초로 구성되었다. 이때 이
행점검반은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중 4개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4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행점검반 내에 이행점검평가 실무 작업을 위해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과 책임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이행점검실무반을 두었다. 2001년에
정기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이행점검 시 노사대표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동년 12월부터 노사대표 3인과 3인의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총 6인으로 이행점검
반이 운영되었다. 한편 정부측 이행실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점검과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04년 5월부터는 정부측 2인(재정경제부, 노동부 각 1인)
이 이행점검반에 추가로 포함되어 3인의 상무위원회 공익위원과 당사자 6인(노
사정 각 2인)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3월 31일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이행점검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이행점검을 제도화
하였다. 1998년 이행점검반에서 시작하여 2007년 4월 이래 이행평가위원회로 탈
바꿈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는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지만, 과연 이행
점검평가 조직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요청에 얼마나 부
응한 것인지는 향후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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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 의제가 고용노동부 정책 영역에 국한되었다.66)

2.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파트너십67)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중앙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
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 가시
화되기 시작했다. 지역노사정협력, 혹은 보다 최근에는 지역노사민정협
력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여러 사업들이 추
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 사회적 대화와 파트너십은 1998년 경제위기 극복 차원
에서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시, 군포시 등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역노사
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데서 비롯한다. 이후 1999년 5월 노사정위원회
법 개정으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김대중정부 마지
막 해인 2002년 8월 현재 36개 지자체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 운
영되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노동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지역노사민정협의체 구성 및 촉진’을 제시하였다(장홍근, 2013a : 364).
종래 노사정위가 관장하던 지역노사정협의회 사업을 노동부로 이관하고
주요 추진 주체에 ‘민’을 추가하면서 협의체 명칭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로 개칭한 것이다. 사업 초기부터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평가를 병행함으
로써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제도를 포함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
고자 하였다.
66) 1993년 이래 2015년 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출된 합의문, 건의문 및 권고
문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경제위기 극복(합의 3건, 건의 및 권고 2건), 구조조정
(합의 13건, 건의 및 권고 23건), 노사관계(합의 20건, 건의 및 권고 4건), 노동시
장․일자리 창출 관련(합의 24건, 건의 및 권고 8건), 임금․근로시간 단축(합의
5건, 건의 및 권고 4건), 산업안전․산재보험(합의 5건), 사회보장․세제(합의 14
건, 건의 및 권고 4건) 등으로 집계되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6), 한
국의 사회적 합의 참조).
67) 이 부분은 졸고 장홍근(2013a), ｢지역파트너십, 신기루 혹은 좁은 문｣, 조성재 외,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pp.366～372를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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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법적 근거 및 지역고용협의회와 구성 및 역할
에서의 유사중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2010년 5월 ‘노사관계발
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협의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 차원의 노사협력뿐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 지
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장홍근, 2013a : 365-366 참조). 이로써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흡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역노
사민정협의회가 특별위원회 형태로 고용포럼, 지역인적자원위원회를 포
괄하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최고 수준의 지역고용노동거버
넌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간 고용노동부의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에서 다루어진 주요 사업들
과 성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역파트너십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의제별 하부
논의기구, 업종별 논의기구를 골간으로 하는 기본적인 지역노사민정협의
체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지역 노사협력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대표
적인 것으로 “① 지역 노사 리더십 역량 개발, ② 지역 노사분쟁예방기구
의 설치 운영 및 분쟁예방․해결, ③ 지역업종별 노사협력, ④ 지역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⑤ 작업장혁신 활성화, ⑥ 개정노동법의 정
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장홍근, 2013a : 367).
지역의 고용․노동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도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관련 사업, ② 일자리 공
시제 참여, ③ 고용지원서비스 촉진 관련 사업, ④ 지역인적자원 개발사
업, ⑤ 중소기업 고용역량 제고 및 기업유치 활동, ⑥ 지역 전략산업 육
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장홍근, 2013a : 367).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개된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거버넌스
차원에서, 외형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고용
노동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했지만, 2013년 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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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등과 경합하면서 지역고용노동 거버넌스 문제가 재연되
었다.
또한 사업 외연의 한계를 안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외 타 부처의 지역
고용 관련 정책사업이나 회의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임상훈 외, 2015 : 67-68 참
조).
톱다운(Top-down) 방식의 사업방식 역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
된 지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지원, 평
가체계에 좌우되고 있으며, 부천이나 수원과 같은 일부 선도적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 및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외에 현행 지역사회적 대화 및 파트너십의 문제로 지역노사민정 협
의체 참여 주체들의 역량 부족, 정부지원의 양과 질의 한계, 사회적 대화
에 대한 신뢰 부족, 노사정 대화와 협력 문화의 미성숙 등을 지적할 수
있다(임상훈 외, 2015 : 86 참조).

3. 현 단계 사회적 대화의 진단과 평가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대로 현 노동체제는 안팎의 도전과 문제로 인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체제 이행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시장 방임,
아니면 제3의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체제 이행의 경로를 탐색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현 단
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사정 세 행위주체의 범주별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에의 참여 상태와 태도, 역량, 전략, 대화의 성과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1 참조). 노동계의 경우 조직노동,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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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노총만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통한 노동기본권 및 근로자의 권익 신장에 적극적인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1998년 제1기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한 이래 노사정위 참여를 무기로 삼아 노정관계상의 필요
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한국노총은 실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고 있다. 민주노
총은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리해고제 도입에 들
러리만 서고 정부와 경영계에 이용만 당했다’는 식의 비판에 직면하여
조직 내적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래 현재
까지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 등 미조직노동과
여성노동계 대표는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
계의 사회적 대화 의지나 전략,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경영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총이 사용
자 측의 핵심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참여는 하고 있지만 주도적이지는 못한 실정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행 사회적 대화 틀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경영계
<표 6-1> 노사정 행위주체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상태 진단
노동계

경영계

기타
조직(1) 조직(2) (비정규,
한노총 민노총
청년,
여성 등)
참여
상태
참여
의지
행태와
태도
역량

대기업
(경총)

정부

중소기업 영세
(중기협) 자영업

고용
노동부

여타
부처

참여

불참

배제

참여

부분
참여

배제

적극
참여

소극
참여

고

저

-

중

저

-

중

저

중고

저

-

중

-

-

중

저

중저

저

-

중저

-

-

중고

저

전략

중

저

-

중

-

-

고

저

성과

중

저

저

중저

중저

-

중고

중저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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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그리 적극적이진 않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여러 법제의 도입이나 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용
해 왔다.
정부의 경우 노사정 세 주체 중에서 가장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며
이를 주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국정 최고책임
자, 곧 대통령의 시선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비교적 활발했다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는 상대적 침체기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을 명분으로 노사정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했으며 2015년 9월
15일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9.15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합의 이후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외면하며 일방주의적 행보를 반복하는 실수를 거듭하다 결국 합
의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노총으로부터 9.15 합의파기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었다.
한편 구조적, 객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를 냉철
하게 진단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과 자본의 조직적 이해대변 수준이 취약하다. 이는 서구의
고전적 합의주의의 중요한 선결요건으로 꼽혔던 부분이다. 비록 고전적
사회합의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처럼 노사 대표조직이 독점적 대표체계까
지 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상당한 정도 노동자와 기업을 대
표해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현실은 그러
하지 못하다.
둘째,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정당이 제대로 발달해 있지 못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물론 제3당인 국민의 당까지
모두 국민정당을 자임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계층의 이익을 대변하
겠다는 진보 정치세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68)
셋째, 사회적 대화의 성공 경험이 적은 탓에 상충하는 이해를 조율하
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스킬이 부족하다. 한국의
68) 그나마 대중적 영향력이 있었던 민주노동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통합진보당은 종북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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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더 나아가 노동정치는 제로섬(zero sum) 혹은 양자택일(all or
nothing) 게임의 흑백논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노사정위원회 내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화와 타
협의 문화가 매우 취약하다. 힘으로 내리누르거나 돈으로, 또는 법적 쟁
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팽배해 있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찾는 문화와 관행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 현실을 SWOT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6-2 참조).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법정 기구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양호한 인프라를 가진 것은 분명한 강점이다. 또
위원회를 통해 18년 이상의 역사적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인력
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노사, 특히 노동조
직의 취약성(낮은 조직률과 기업별 조직 및 교섭체계), 그리고 사회적 대
화기구의 미약한 존재감 및 성과에 대한 저평가, 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과도 의존성 등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및
상시적인 고용위기 극복의 필요성이나 적폐가 누적된 신자유주의를 넘어
<표 6-2> 현 단계 한국 사회적 대화의 구조적 특징(SWOT 분석결과)
• 노사, 특히 노동조직의 취약성(낮은
조직률, 기업별 조합주의)
• 사회적 대화기구의 미약한 존재감 및
성과에 대한 저평가
• 18년 이상의 오랜 역사적 경험과 축
• 노사정위원회의 취약한 조직 위상과
적된 노하우 및 일정한 성과
고용노동부 의존성
•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양호한 인프라

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협)

• 글로벌 경제위기 및 상시적 고용위기 • 노사정 주체들 간의 낮은 신뢰수준과
극복의 필요성
배타성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 경제사회 • 대중동원전략형 노동운동과 대립적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적 열망
노사관계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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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역파트너십이 활
성화되는 것 등은 사회적 대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구조들이다. 반면
위험요소도 적지 않은데 사회적 대화 주체들 간의 낮은 신뢰수준과 배타
성, 그리고 대중동원 전략에 의존하는 노동운동과 노사, 노정 간의 대립
적 관계가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큰 위협이다.

제4절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 분석69)

1. 9.15 노동정치 과정 분석의 의의
필자는 ‘9.15 노동정치’를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표자 간에 타결
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을 전후하여,
노사정을 비롯한 여러 이해주체들 사이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목표와
방향 및 내용, 방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일련의 전략적 행위와 상호작용”
으로 정의한다.70)
9.15 노동정치는 그 과정에서 대화 중단과 재개, 극적인 대타협은 물론
미증유의 합의파기 선언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치며 경제사회 주체
들의 전략적 선택과 역량,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노동정
치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사례이다.

69) 이 절은 장홍근(2016b),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과 한계 : 9.15 노사정 합
의의 노동정치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
학회․한국노동법학회 공동주최 2016년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2016.4.28.),
총선 이후 노동개혁 토론회 자료집, pp.57～92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70) 9.15 노동정치는 비록 한국노총이 지난 1월 19일 9.15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구조적 압력과 직접적 계기가 엄존해 있고, 앞으
로 노동체제 개혁을 위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
기 때문에 평가와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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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5 노동정치 장의 형성과 전개
2013년 하반기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진행된 경제사회
주체 간 노동정치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9.15 노동정치의 장,
곧 사회적 대화장의 형성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9.15 노동정치 장의 형성 계기와 구조적 배경

직접적 계기는 노동시장 쟁점을 둘러싼 ‘제도적 긴장’에서 찾을 수 있
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일관되게 부정해온 고용노동부의
과거 통상임금 지침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2년 3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핵심쟁점 사항이
었던 1임금지급기 기준을 폐기하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구고법은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핵심 쟁
점이 된 사건에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
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고법 2012.
5.31. 선고 2011나4408 판결).71) 2013년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인 4월에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였다.
요컨대 기존의 노동시장 제도로 해결 내지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
전들이 일시에 분출하면서 ‘제도적 긴장의 증폭’ 현상이 발생하였다. 결
국 당면 과제를 입법이나 행정조치, 시장에서의 노사 자율로 해결할 가
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게 되었
고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구조적 배경으로는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조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9.15 노동정치 장의 형

71) 통상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과 쟁점은 박지순(20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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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배경은 한국 경제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가속적인 기술혁신,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급부상
에 따라 종래 선진국을 모방한 추격(Catch-up) 방식으로 성공한 한국경
제의 발전패러다임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였다.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심화되었다. 낮은 고용률(특히 여성고
용률)과 청년실업문제는 만성화되었고,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과도
한 임금․근로조건 격차, 산업 부문별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 등이 지
속되었다. 한편에서는 대기업-공공부문-조직노동 부문의 경직된 노동시
장 구조와 관행이 뿌리내린 가운데, 민간 중소기업, 미조직 부문의 과도
한 유연성과 저임금 상황이 병존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하였다. 그 외에도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 경직되고 과보호 상태에 있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동시장
의 효율성 증진 필요 등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최영기 외(2013)는 이러한 제반 상황에 주목하여, 이른바 ‘저강도 위기’
론을 설파하면서 한국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의 발본적인 혁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그 일환으로 지목하였다.
나. 9.15 노동정치 장의 구성

9.15 노동정치의 무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2014년 9월
설치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환)였다. 특위에는 노동
계를 대표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사용자단
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 부처, 그리고 공익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이 워낙 파급력이 큰
이슈였던 만큼 노사정위 틀 밖의 민주노총, 시민사회, 언론, 장외의 전문
가 그룹도 지대한 관심을 보냈으며 수시로 의견과 주장을 개진하였다.
9.15 노동정치 장은 [그림 6-1]과 같이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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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9.15 노동정치 장의 주체와 구성

자료 : 필자 작성.

다. 9.15 노동정치 과정의 단계 구분과 전개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과정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준비 혹은 대
화장의 형성 여부, 대화 주체 간 대화와 타협의 진행 혹은 중단 여부, 합
의의 성사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진행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보면 현재까지 9.15 노동정치과정은 크게 보아 세
단계, 보다 세부적으로는 여섯 단계로 구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15
노사정 합의를 전후한 노동정치 과정을 단계별로 시기 구분하고 주요 내
용을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전술한 대로 9.15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문제의식은 표면적으로
노동시장 3대 현안 해결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고 하는 교환구도
에서 출발했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노동시장을 비롯 사회안전망(노
동력 재생산), 노동과정 혁신, 나아가 노사관계(노동정치)의 혁신까지 포
괄하는 노동체제 전반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다(장홍근, 2014a, 장홍근 외, 2014 참조). 특위 구성 석 달 만
인 2014년 12월 하순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어 특
위에 참여한 노사정은 향후 논의 핵심의제와 방향, 일정에 대한 일종의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에 도달하였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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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9.15 노동정치 과정의 단계와 주요 내용
구분

시기

내용

1 단계
(대화틀의 형성
시도와 표류)

’13.8.～’14.8.

-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통한 대화
장의 구성 시도와 표류

2-1 단계
(대화틀의 형성과
12.23 기본합의)

2-2 단계
(우선의제
집중논의와 결렬)

2-3 단계
(대화 복원기)

2-4 단계
(쟁점 집중논의와
9.15합의)

3 단계
(합의 균열과 파기)

-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출범
- 전문가그룹 설치 운영
‘14.9.∼’14.12.23.
-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 선정(14.12.2)
-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 도출(14.12.23)
’14.12.23.～
’15.4.8.

- 3대 우선의제 집중 논의 및 타협 결렬

’15.4.9.～
’15.8.25.

- 한국노총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탈퇴. 대화 중단 선언
- 정부 독자적 노동시장 개혁 추진 천명,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6.17)
- 대통령 담화문 : 노동개혁 의지 표명, 노
사 양보와 노사정대타협 촉구(‘15.8.6)

’15.8.26.～
’15.9.15.

- 한국노총, 노사정위 노동시장 특위 대화
복귀 결정(8.26)
- 노사정대표자 중심 핵심 쟁점 집중 협상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타협’(9.15 대타협) 성공

- 정부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국회 제출
- 2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송위섭 위원
장) 출범, 미해결, 추후 논의키로 한 쟁
점 논의
- 9.15 합의 내용 해석 및 이행을 둘러싼
노정갈등 격화
’15.9.16.～현재
- 노총의 9.15 합의 파기선언(’16.1.19)과
특위 파행
- 정부 ‘통상해고’ ‘취업규칙 변경’ 지침 발
표(‘16.1.22)
- 노사정위 상임위원 교체(’16.5), 김대환
위원장 퇴임(’16.6.7)

자료 : 장홍근 외(2015), p.113의 <표 4-2>를 대폭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제6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171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2014. 12)에서 제시된 5대 의제는 ①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 ②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③ 노사정 파
트너십 구축, ④ 사회안전망 정비, ⑤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이었으
며 논의 시한은 2015년 3월 말로 못박았다.
2014년 12월 기본합의가 타결된 이후 의외로 사회적 타협의 성사 가능
성이 커지면서 저성과자 및 직무 부적합자에 대한 고용관리(이른바 통상
해고),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의 이슈들이 급작스럽게 전면에 부상했다. 물론 경영계와 기재부 등 경
제 부처가 이슈화한 것이다. 2014년 12월 28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가 개최되었고 업무성과 부진자 해고요건 확대, 취업규칙 불이
익 변경요건 완화 등이 사용자단체의 건의 사항으로 상정․논의되었다
(장홍근, 2016c 참조).
석 달 남짓 이어진 집중 논의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초 사실상 핵
심 2대 쟁점(통상해고,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이견을 좁
히지 못하면서 타협은 결렬되었다. 이후 4개월여의 교착상태를 거쳐 8월
에 대화를 재개한 참여 주체들은 마침내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을 성사시켰다. 물론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해고, 취업규칙변경 이슈는 중장기 검토 의제로 봉합한 상태였다.
하지만 9.15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는 예상치 않은 행보를 시작했다.
합의 직후 당정협의를 거쳐 사전에 준비된 법안들을 이른바 노동개혁 5
대 법안으로 명명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괄 처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
이다. 이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
정안에 대해서는 비록 야당과 노동계가 일부 내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9.15 합의 내용에 근접해 있어 타협의 여지가 컸으며 실
제로 야당도 이 세 법에 대해서는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 하지만, 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의 내용은 9.15 합의
내용과 거리가 멀어 노동계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9.15 합의 직후 이에 대한 해석 및 미타결 쟁점사항 처리를 둘러싼 노
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72)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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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침, 취업규칙변경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노총은 2016년 1월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정부는 노총의 합의 파기선언 후, 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관련 지침 등을 발표함으로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통한 노사정 대화
와 타협은 중단되었다. 정부의 일방주의적 노동개혁 시도와 이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 야당의 반발과 비토로 인한 장기교착 국면에 진입한 가
운데 2016년 9월 7일 노사정위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도 활동을 종료
하고 해산하였다. 9.15 노사정 합의가 파국으로 치달은 주된 이유는 9.15
합의 후, 정부 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 5법(이후 기간제법 개정안이 빠진
노동개혁 4법으로 변경)과 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요건 지침을 노
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전후하여 전개된 일련
의 노동정치과정은, 한국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동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정부 주도의 비대
칭적 중앙 차원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노사정 각 주체는 합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법적 구속력이 없
는 합의 내용을 존중하지 않았다.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정부는 미합의 사항이나 추가 협의하기로 한 사항을 일방
적으로 추진했고 노동계는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재현된 것이다.

72) 9.15 노사정 합의 바로 다음 날 정부가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명명하고
국회에 제출하자 노동계를 대표하여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하였으며 위원장은 ‘노동개악 5법’ 철회를 요구하며 2개월 이상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제6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173

3. 9.15 노동정치의 성과 및 한계와 한국 사회적 대화의 특징
가. 9.15 노동정치의 성과와 한계
1) 가시적 성과와 의의

9.15 노동정치의 가시적 성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9.15 노동시장 구
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의 성공 그 자체이다(표 6-4
참조).
둘째, 9.15 노동정치 과정에서 노사정 등 경제사회 주체들이 현재 한국
의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 구조와 문제점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과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였다.
셋째, 노사정 관계자 및 해당 분야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9.15 노동
정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진지하고 치열한 대화와 협의, 논쟁,
협상을 진행하고 그 와중에 성공과 실패, 한계와 교훈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넷째, 9.15합의를 통해 최소한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
제 구조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노사정
이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였다.
2016년 9.15 노사정 합의는 몇 가지 점에서 1998년의 2.9 사회협약과
대비된다. 2.9 사회협약이 당시의 급박한 경제위기에 의해 성사된 ‘강제
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이었던 반면, 9.15 합의는 가시적인 경
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다가올지 모를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할 필
요성에 공감한 노사정 주체들의 판단과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자발적
협약’(spontaneous social pact)이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2.9 사회협
약이 단기적으로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실패했던 데 반해, 9.15 합의는
단기적으로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노사정 주체들의 노
력 여하에 따라 이후 노동체제의 긍정적 재구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여전
하다는 점에서 미완성의 진행 중인 사회협약으로 볼 수 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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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9.15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
주요 의제

주요 합의 내용
- 청년고용 확대 노력,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 청년고용촉진협의체
(노사정)
-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성과 공
유, 노사정 부담 분담, 노사정파트너십 강화, 공정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질서 확립),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공공부
문 선도, 기간제 파견법 개정), 노동시장 활성화(근로계
약 해지 기준과 절차 가이드라인)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및 운영개선, 취
약근로자보호 및 소득향상(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노사
정위 과학․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
사회안전망 확충
련, 최저임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등 상호관계 고려, 저소득근로자 소득보전 종합개선 방
안 마련, 일․가정 양립 지원,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통상임금 명확화(개념 정의, 제외 금품)
- 실근로시간 단축 법제도 정비(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
함 단계적 적용,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로시간 특례 업
3대 현안 해결
종 축소,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 탄력적 근로시
간제 개선, 재량근로시간제, 휴가 소진)
-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임금․근로시간 피크
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
- 노사단체 정책과 인재 투자강화, 지역노사민정과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비정규직 대표 등 노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사정위 기능․역할 강화 입법 처리 노력, 노사정위 업
종별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합의사항의 구체화에 필요한 사항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 부문의 대표성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강화 등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사항, 기타 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자료 : 배규식(2015), p.4에서 인용.
73) 노동시장구조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자 전문가그룹 단장으로서 9.15 노동정치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어수봉은 9.15 사회적 대타협 1주년을 맞이한 특
별인터뷰에서 “‘9.15 대타협’은 시대상황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성
사된 것이며 그간의 노사정 합의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한 것일 뿐 아니라 앞으
로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수봉(2016), ｢특별 인터뷰 - 9․15 사회적 대타협 체결 1년｣, 월간 노사정,
9-10월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p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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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5 노동정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

전체적으로 9.15 노동정치과정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중장기 구조개
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노동정치에 있어 사전 준비(심층적인 조사연구,
대화와 타협 청사진의 마련 등)와 과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와 한계를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9.15
노동정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의 모색을 추
진하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교착 혹은 결렬 상태에 이를 때마다 정부 주
도 노동시장 개혁 입장을 천명하였다. 2015년 4월 1차 타협이 실패하고
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을 때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부 책임하에 정
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넉 달 만에 사
회적 대화 방식으로 선회한 바 있으며, 9.15 합의 타결 직후에는 합의 성
사를 빌미로 노사의 의견 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이른바 ‘노동개혁 5법’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12월 말에는 2대 핵심 미타결(혹
은 장기 논의 과제로 유보된) 쟁점들인 통상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 변
경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노동계는 물론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2대 지침은 행정지침
의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요컨
대 9.15 노동정치과정에서 정부는 과잉책임의 덫에 갇힌 채 합의라고 하
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했고, 더 나아가 9.15 합의에 입각한 충분한 후속
대화와 타협을 생략하는 무리수를 두었으며, 스스로 역사적 합의라고 평
가한 합의가 파국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비
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왜 이러한 행보를 하게 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보
다 성숙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에 기반한 합의 성과의 도출을 위한 교
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9.15 노동정치과정에서 단기적 성과, 눈
앞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성과와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소탐대실의 우를 범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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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계의 고용전략, 리더십, 조직동원 전략의 한계와 함께 노동
계가 지닌 비토 파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9.15 노동정치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의 주도권은 정부가 장악
했고, 노동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노총은 수세적 입장에서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보수 언론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대
중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는
노동계가 노동의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대안
적 노동시장의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 대화협상파와 강경반대파 간의 갈등이 지속
되는 가운데 강온파 연립지도부 성격의 노총 지도부는 주요한 의사결정
을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혹은 지도부 위임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일
견 민주적 리더십을 행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경영계, 노사정
위 위원장 등으로부터 노총의 취약한 리더십이 대화와 타협의 주요한 걸
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1998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노사정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2014년 2～4월 기간 중 가동된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잠깐 참여하다 본격 논의도 시작되기 전에 곧
바로 퇴장한 이래, 줄곧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비판하고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을 요구하며 ‘노동개악 저지’를 구
호로 총파업 등 장외 조직동원 전략을 구사했지만, 9.15 노동정치과정 전
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장외 비판자의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
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방주의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정부의 2대지침
발표 등 합의위반 행위를 들어 9.15합의 파기 선언을 함으로써 민주노총
은 현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민주노총이 바
라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는지는 알 수 없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핵심 2대 지침을 발표하려고 할 경우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는 행정지
침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2
대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물론 정부의 2대 지침 발표 후 양대 노
총에서 조직 역량을 동원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지만, 1996년 총파업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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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정부가 입장을 바꿀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9.15 노동정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지
를 적극적으로 관철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정부와 경영계의 시도
를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비록 정부가 소위 노동개혁 5
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상임금,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지침을 발표
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지는 못했지만, 야당과의 연계 및 산하의 조직
동원과 대국민 선전활동 등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양
대 지침의 현장 착근 등을 저지하는 일종의 비토 파워를 행사하는 데는
일정수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배제와 노동계 분할 지
배전략의 한계이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노총이 책
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도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 몫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언제
라도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해야 한다고 천명해 왔다. 하지
만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및 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를 위해 진지하
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와 자본에 대해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
사정위 복귀 및 사회적 대화 참여가 초래할 어려움을 소극적으로 회피하
고자 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온건 대화 노선을 견지하
고 정부와 오랜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노총을 대화 및 협상 파트너
로 붙잡아두고 민주노총은 배제하는, 일종의 노동계 분할 지배전략을 구
사해 왔다.
정부는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의 주력 조합들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설
립신고를 반려하는가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일부 간부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법상의 노조가 아닌 것으로 통보하는 행정처리를 하
고, 이에 불복하여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합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함으로써(15.12.9) 사실상 민주노총과의 일체의 대화 창구를 스스로
차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견 민주노총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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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정부의 노동계 분할지배와 민노총 배제 전략의 산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스스로 운동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거부 및 대정부 강경투쟁 전략은 자연스
런 선택이자 귀결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대화 구도하에서 노사정위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언제나 조직률 10% 남짓인 상황에서 그나마 조직노동계의 절반이 빠진
상태의 취약한 노동계 대표성에 기초한 반쪽 대화, 반쪽 합의라는 비판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만큼 대화와 타협의 현장 착근 효과는 반
감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다.
나. 9.15 노동정치를 통해 본 한국 사회적 대화 모형의 특징
1) 개발국가형 노동정치의 잔존

9.15 노동정치 과정 분석을 통해 볼 때 적어도 현재까지는 개발국가의
경로의존성이 노동정치 영역에도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혹
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노
동계의 대화 참여와 양보를 설득하면서 큰 틀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 경영계의 입장을 관철시켜 왔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
을 것이다. 요컨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 대화는 정부와 경영계의
이익 관철 통로이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신구로 기능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 참여한 노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양보가 있어 왔고, 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통해 사회 내에서
의 조직 위상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으며, 실
제로 노동기본권의 확대, 근로자 권익 신장에 기여한 다양한 합의를 도
출하고 법제화시키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정치는 ‘정부 주도형 노동정치 혹은 사회적 대화 모
델(K-SD model)의 진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기이익 내지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미성숙한 노동정치

노사정 공히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제를 다루고 타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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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마인드나 자세가 미흡하다. 9.15 노동정치에 있어서는 노사정 가운
데에서도 특히 정부가 단기성과주의의 함정에 빠진 나머지 9.15 노사정
대타협 자체를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모습을 보
였다.
노동계를 대표한 노총도 과거에 비해서는 책임 있는 경제사회 대화 주
체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조직 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장기적인 공공선을 지향해가는 노동
정치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경영계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정년연장, 통상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초지일관 개별 사안마다 당면 이익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고용노동시스템이 나아가
야 할 총체적 비전이나 그러한 전망 아래에서의 대타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과연 경제사회 핵심 주체로서 독자적 행위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부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진지하게 정부와 차
별화된 입장이나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었다. 노사정 모두 성숙한 노
동정치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대화 상대, 특히 노동계의 킬러 어젠다에 대한 세련되지 못한 접근

서구 선진국의 사회협약 정치의 불문율 혹은 관행과 다르게, 한국의
정치경제 지형에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노동계의 사활적인 이해관
계가 걸린 쟁점들(9.15 노동정치과정의 경우 통상해고, 취업규칙 변경요
건 완화 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인드나 자세가 매우 약하고 정부나
경영계의 이익, 입장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9.15 노사정 합의라고 하는 역사적
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합의 파기 선언이라
고 하는 파국적 결과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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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일반적으로 노동체제의 전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방식은 경제사회 주체 간의 상호작용 형태와 이행속도라고 하는 두 요인
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사정 어느 일방이 헤
게모니를 행사하면서 주도해 나가는 일방주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행위
주체들 간의 대화와 상호이해 및 양보에 의한 합의주의 방식이 있다. 변
화 속도 면에서는 급진적 이행과 점진적 이행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방주의적 이행은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주
의적 이행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요컨대 급진적 일방주의
방식과 점진적 합의주의 방식이 있다.
노동체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후 형성되는 노동체제의
특성은 물론 작동의 방식, 체제 효과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987 노동체제’를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 정권이 자본의 지지를 받으며 주도하는 재편성이다. 이는
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 방향은 친기업,
친시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간의 법제도적 정비나 행정적 조치
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보호 및 차별금지, 비
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세제 지원 등의 추가적인 보호조치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개혁적 정치세력과 노동계가 연합하여 노동체제 개혁을 주도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자본(경제계)과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 정부
하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74)
74) 하지만 현재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조
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차기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이러한 경로의 노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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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가능성은 노동과 자본, 국가가 ‘1987 노동체제’의 지속불가능
성이라는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서로를 대화와 타협의 주체이자
새로운 노동체제에서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가운데 합의주의적 방식으로
노동체제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제3의 길, 곧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의한 조율된 체제이행은 비록 쉽
지 않은 경로이지만,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의 상시화된 위기, 그리고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
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하는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등 노동체제 혁신을 위한
단편적인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근년에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동시
장 개혁을 화두로 하여 노동체제 개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되어
2015년 9월 15일 이른바 9.15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 합의 파기로 귀결되었다. 그간 진행된 일련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정치 과정은 “진정성과 상호신뢰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체제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확인”(장홍근, 2013a : 372)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한 현 노동체제는 과거처
럼 노사정 어느 한 주체만의 힘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사회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 곧 사회적 대화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1990년대 초중반 이래 20년 넘게 이어져온 기존
의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 분석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유제가 강하게 잔존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노
사정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대화 참여와 양보를 설득하면서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영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기제로 사회적 대
화와 타협을 이용하는 측면을 염두에 둔 해석이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종래 우리의 사회적 대화 모델은 일종의 ‘동원형 사회적 대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재구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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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미래는 국가라고 하는 강한 주체에 의
해 노동이 호명되고 이용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여하히 극복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용자와 노
동자 조직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사회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인 합의를 존중하고 제대로 이행해나가는 새로운 모델로 탈바꿈해야
한다. ‘동원형 사회적 대화’에서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은 한계에 달한 1987 노동체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노동체제를 재구성해
야 할 경제사회 주체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체제의 전환을 위해 거시
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재구성하고 미시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재편과 혁신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 틀의 재구성은 사회적 대화의 다원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틀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각급 수
준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 틀을 구성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활발하게 가동하는 것을 추
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래 정부 사업의 하나로만 여겨진 지역노사민
정협력 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중앙정부 주도에
서 지역 주도형으로, 노사민정의 수동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전환시
킬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 차원의 조직 재편과 운영 혁신도 필수불가결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를 재구성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 불참
상태에 있는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 참여 여건을 마련함
으로써 노동계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의 조직노동 조직으로는 자
신의 이익을 대변할 소리를 낼 수 없는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층, 청
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대표들이 노사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현행 운영방식(본위원회, 상무위, 하부위원회(의제별, 업종별, 연구위원
회 등))의 비효율성을 지양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각 회의체들이 노사정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대화의 장’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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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직위상을 제고하여, 예산, 조직, 인사의 독립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며 아울러 노사정위 스스로 필요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 공익집단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함은 불문가지
이다. 문제는 이러한 독립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
력이 성과를 거둘 때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가 전체 사회적 대화 체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발전적으로 재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중앙 차원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대화 조직들을 종횡으로 연계하
고 지원하는 역할, 곧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대화 의제의 발굴과 설계도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제를 다각도로 찾고 발굴하며 분석하는 상시적인 연구개발 기
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체
계와 의제 발굴에도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민주노총이 참여했
던 사례(예 :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의 경험을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노사정위 산
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조직노동과 사
용자 단체의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노사 단체의 역량은 정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러한 역량 비대칭성
이 정부 주도 노사정 협의 모델을 고착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작
용한다. 지금 같은 여건에서 노사단체 스스로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끌
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
서 노사 단체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유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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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문제구조

우리가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로 명명한 1987년 이전 한국 노동체제
는 저임금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시장, 장시간근로와 전제적 노동통
제로 특징지어지는 노동과정,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는 인구보너스 상황
하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의 제약과 국가에 의한 배제적 노동
정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는 1987년 노동
자대투쟁으로 급속히 와해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해진 노동운동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과 기업규모
및 직종별 임금 격차의 축소, 기업복지의 확대, 노동기본권의 신장 등을
이루어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격렬한 노사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자동화
와 정규직 인력 축소, 외주화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요약되는
기업 경영의 합리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노동체제 변화에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다.
미증유의 고용위기가 도래했으며 임금 상승 추세가 둔화되었고 노동시장
내에서 완화되던 격차가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규모와 산
업부문,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조건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하였다. 기업 주도의 작업장 합리화는 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노동 배제
적 기술혁신과 기업 간 관계의 재편에 따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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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그 자리를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이 대체해 나갔다. 기업들은 국
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더욱 선호하였다.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노사관계의 역
학관계는 기업의 절대적 우위로 변모해나갔다. 노동운동은 조직노동자들
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사회적 고립과 약화의 길을 걸
어갔다.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실질적
인 노동기본권은 크게 침식되었다. 경제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경제체제와 노동체제 간의 상호 부정적 연쇄관계가 형성되었
고, 노동체제 내 하위 구성영역 간의 부정합과 모순이 심화되었다. 마침
내 현행 노동체제는 더 이상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력 재생산을 담보하지
못하고 미시, 거시 수준의 노동정치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표 7-1>은 이와 같은 한국노동체제의 이행
단계별 주요 특징들을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의 구조적 측면
과 노동정치의 행위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왜 이와 같은 현행 노동체제의 문제 구조가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7-1]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1987년 노
동자대투쟁 이래,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에서의 변화가 서로 어
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의 체제 위기로 전화했는지를 정리하여 제
시해 본 것이다.
1987 노동체제의 변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해
7～9월 석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파업과 농성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종래 노동운동의 핵심에서 비껴
나 있던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노동
의 대공세기’는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고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 노
선이 당시의 노동운동을 지배했다.
이러한 공세적 노동운동은 1987년 이전의 노동체제를 순식간에 붕괴
시켰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작업장 노동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 도처
에서 종래 강력한 국가의 후견 아래 기업이 압도하던 ‘병영적․전제적
노동통제’가 무너지고 작업장 통제권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각축이 시작되
었다. 대기업 조직노동 부문에서 노동과정 및 작업장 전반에 걸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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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크게 신장되었고, 그 영향은 중소기업과 미조직 사업장으로 확
산되었다. 1987년 대투쟁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노동의 대공세를 맞아
수세적 방어에 급급하던 한국의 자본은 1990년대 들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노동과정과 경영의 합리화에 착수하였다. 한편으로,
국가 권력의 비호하에 법과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적 조합주의와 대중투
쟁으로 무장한 조직노동 회피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사하였다.
<표 7-1> 한국 노동체제의 이행단계별 주요 특징
구분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

시기

1961～1987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이행기(1987～1997)

1998～현재

노동
시장

․고도경제성장과 일자리
확장
․저임금 기조하 지속적
임금상승
․기업 주도의 고용안정

․일자리 확충세 지속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
․고용안정 기조
․이중노동시장의 형성

노동
과정

․초장시간 노동
․전제적 생산체제
․높은 산재위험
․노동집약적 노동과정과
낮은 노동생산성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
․노사 각축장으로서의 작
․노동절약적 기술혁신과
업장
생력화
․작업장 합리화와 노동생
․경영의 주도성 회복
산성 증가

․인구 증가와 도시화
특징 노동력
․열악한 사회복지
재생산
․기업복지의 부재

노동
정치

․억압․배제적 노동정치,
노동권 제약
․기업별 노조, 교섭
․종속된 파트너로서 조직
노동 포섭
․지배이데올로기(경제성
장, 근대화, 반공, 분단)

자료 : 장홍근 외(2015), pp.108～109.

․고용의 양적, 질적 위기
도래
․임금 정체와 실질 소득
감소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고령화와 인구증가 둔화
․사회안전망 확대
․분배 개선
․기업복지 확대와 규모
간 격차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심화
․분배구조 악화
․기업복지 축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확대
․조직노동 신장
․격렬한 노사갈등과 대립
․국가와 자본의 노동 분
할지배전략
․지배이데올로기(성장,
안정, 노사화합주의 vs
계급주의)

․노동운동 약화, 고립
․사회적 대화 정치의 작동
과 시행착오
․실질 노동기본권의 침식
․지배이데올로기(경제위기,
노사상생, 사회적 책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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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배제적 합리화’로 명명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전략은 크게 두 가
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기술적 합리화로서 이는 신기술, 자동
화 기기의 도입 등과 같은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 노동과정의 합리화
였고 다른 하나는 조직노동의 영향력 저지 혹은 축소를 목적으로 한 생
산 및 인사노무 관리의 합리화 전략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인사노무전략
은 ① 정규직 채용의 억제와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② 하청관계, 특히 사
내하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웃소싱 전략, ③ 한 걸음 더 나아가 경
제의 글로벌화, 중국 등 신흥 경제의 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생산기
지의 해외 이전과 밀접히 연관된 채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이어진 노동운동의 진전과 이에
대한 기업의 합리화 전략은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으로 직결되었다. 1987
노동체제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의 선순환적 효과가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교섭력이 증가했고,
연대와 평등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이념이 실천으로도 나타나면서 실질
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전에 비해 작업장 차원에서 각종 차별
이 완화․해소됨과 함께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성별, 직종별, 학력별 격
차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
했다.
전투적인 노동운동과 이에 대한 국가와 경영의 대응 및 노동 배제적
합리화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노사관계는 노사분규 건수와 같은 통
계나 외형상 안정화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미시․거시
차원에서 모두 대립적 성격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에 걸쳐 대공
장에서의 대형 노사분규와 갈등이 연례적으로 빈발했다.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과 노사관계의 역학관계 변화를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관계법과 제도에는 구시대적인 집단적 노동관계 규율이 존속하였다.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설립 금지를 빌미로 한 전노협 불법화와 민주
노총 불인정(1995년 이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등은 거시 노동정
치를 내내 긴장시킨 요소였다. 현장에서의 투쟁과 사법적 처리가 반복되
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노사관계의 대립성은 강화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노동운동 이념(평등, 연대)과 실천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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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노동 내부의 분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대기업 공공부문의 조
직노동 부문과 중소기업, 미조직노동 부문과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해지
면서 대기업 조직부문에서의 노동운동 성과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조직화 여부에 따른 격차가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노사관계
현안들이 미해결인 채로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
경직화 조짐이 이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당시 김영삼 정
부 내의 개혁 그룹이 중심이 되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96년의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국가와 자본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선을 지렛대 삼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후반기 역점 과제로 노사관계 개혁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 민주노총까지 논의에 참여한 가
운데 당시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핵심 현안들에 대한 노사정 타협을 시
도하였다. 비록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익위
원 권고안이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상정된 개정법안보다 개
악된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기
습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유례없는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총파업은 1996년
말에서 이듬해 초까지 이어졌고, 결국 정부여당이 개정법안 철회와 재개
정을 약속하면서 종료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주요 노동개혁 의제들을
유예한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태는 봉합되었다. 1996년
의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타협 시도는 당시 노동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
는 노력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기본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 노
사정 간의 낮은 신뢰에다 정부여당의 과정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실패하
고 말았다.
1996년의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타협이 실패로 돌아간 후, 한국의 노
동시장은 균열구조가 심화되어갔다. 결과적으로 1996년 타협의 좌절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가속적인 유연화와 양극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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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타협이 실패하면서 노사관계, 노동시장 등 노동체제 전반의 문
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성급한 경제개방 정책 및 외환 관리 실
패, 기업의 과잉중복 투자와 경영실패 등이 겹치면서 1997년 말에 결국
초유의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다. 은행, 재벌그룹사와
대기업 도산이 속출했고, 실업률이 10%로까지 치솟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였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노동계와 국민 모두가 절박한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
여 1996년 타협의 실패로 이월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의 현안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하였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이었지만 외환위
기 극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적
인 협력체계와 국민의 협조, 특히 노동계와 기업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였고, 노동계의 제안을 수용하여 1월 초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가
운데 노사정위원회를 꾸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
하였다. 전례 없던 국가적 경제위기의 압력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1998년 2.9 사회협약)이 타결되었다. 노동 영역에서의 핵심은
정리해고제도와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유연
화에 있었다. 재벌개혁과 같은 노동계의 요구도 사회협약에 포함되었지
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1997～98년의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자본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수
용한 위기 대응책, 그리고 이를 사회협약의 형태로 명문화한 2.9 사회협
약은 이후 한국 경제사회의 향배를 결정적으로 규정지었다. 노동체제는
일부 조직노동 부문을 제외하고 시장의 힘이 국가와 사회의 규율을 압도
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급속하게 재편되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간 이어진 각축기 동안 약화되었던 작업장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
의 통제력도 자동차 대공장과 같은 소수의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곳을 제
외하고 복원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가 급진전되었다. 소수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은 강고한 노동조합의 조직력
과 이에 의해 뒷받침되는 내부노동시장으로 보호받았지만, 중소기업, 비
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은 이전에 비해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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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두 부문 간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 면에서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 또는 비정규직 활용 전략을 적
극적으로 구사했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방조했으며, 양대 노총, 그리고
미가맹 분파로 삼분된 노동조합운동은 기존 조직노동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 결국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화와 양극화가 현재 한국의 노
동체제를 규정하는 열쇳말이 될 정도로 되었다.
노동력 재생산구조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사회보험의 확충, 근로장려
세제의 도입 등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적지 않았지만, 노동정치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비견될 정도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양
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이전에 비해 중산층의 기반이 약화
되었고 낮은 소득의 불안정 근로자층이 확대되었다. 국가에 의한 선택
적․시혜적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큰 틀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사회안전망
은 그다지 확충되지 못했다. 1987 노동체제 아래에서 몇 차례 사회적 타
협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관련된 의제들은 장식용으로
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1987 노동체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초기 10년의 각축기는 있었지
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힘에 따라 형성되었고 그 논리가 지배해오면서 구
조적으로 지속가능성의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낮아진 가운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과정에
서의 개선이나 혁신이 부진하다. 노동력 재생산구조는 총체적 위기에 빠
져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주된 요인은 결국 노동정치의 실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강한 국가로 특징지어
지는 개발국가의 경로의존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자본과 노동
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소임을
하지 못했다. 노동과 자본 역시 모두 배타적인 승자가 되려는 게임에 몰
두했지만 어느 쪽도 그러하지 못했다. 일부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 주역
으로 성장했지만 총 자본의 기반이 확충되지는 못했다. 노동운동은 약화
되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역시 후퇴했다. 주변부 노동자층은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
했다.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노동운동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새로운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7-1] 1987 노동체제의 모순적 전개과정

192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1987년 이후 30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

노동체제는 대안적 구조의 설계와 이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치에서 시작
해야 한다.

제2절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과 실천 과제

1.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1987 노동체제는 국가와 노동, 자본 모두
사회적․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가운데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
한 ‘방종의 체제’였다. 세 주체가 각자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함으로써 경
제사회 공동체의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성공하지 못
했다. 그 대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OECD 국
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네 명 중 한 명에 이를 정도로 고착된 광범한 저
임금근로자의 존재,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용 불안과 빈부격차,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 등이 어느덧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상하게 되었다”(장홍근, 2013a : 372).
이처럼 지속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현행 노동체제
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실천적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
하다. 대안적 노동체제는 가깝게는 1997년 이래 우리 경제사회를 지배하
면서 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지양이어야 할 뿐 아니
라, 더 근본적으로는 1960년대 이래의 개발국가 모델과 그에 대한 반작
용으로 등장한 1987 노동체제의 모순구조 전체에 대한 지양이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의 경제활력 저하와 그에 따른 만성적인 저성장 및 고용
위기, 총체적인 노동력 재생산 위기구조, 낮은 노동생산성과 혁신의 지체
로 특징지어지는 작업장체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차별, 노동의
배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
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구조 전환을 추동할 주체의 혁신 및 전략적
상호작용 틀의 재구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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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하에 단상의 수준에서나마 새로운 노동체제의 미래상을
제시하자면, “한국형 유연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통합형 노동체
제(Innovative and inclusive labor regime)’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홍근 외, 2015 : 120). ‘혁신․통합형 노동체제’의 기본 얼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혁신․통합형 노동체제’는 2개의 기본 축과 2개의 보조 축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 2개의 기본 축은 ① 통합적 노동시장, ② 일자리-생산성 연합
이다. 2개의 보조 축으로는 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1차 노동시
장 최상층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유연성 제고, ②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생각할 수 있다.
통합적 노동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이
중구조와 양극화 완화,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기본권 신장 등을 통해 구
체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체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노동시
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 경영 및 노사관행, 그리고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생산성
과 일터 혁신을 중심으로 하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조직노동 최
상층부의 과다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내부노동시장의 임금, 근로시간, 작
업조직, 교육훈련 등에서의 기능적․질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장홍근 외, 2015 : 120～121).
새로운 노동체제의 핵심은 노사정 세 경제주체 간의 대타협에 입각한
한국형 ‘일자리-생산성 연합(work-productivity alliance)’이다. 앞으로
노사정은 고용노동전략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렬해야 하며 이러한 방향
으로 노사정의 임금, 고용, 노사관계 전략 및 정책의 기본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생산성 연합의 최우선 목표는 ‘고용의 양과 질’ 개선에 두어져
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청년, 중장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
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자리 연합이 지속되려면 작업 현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임금직무시스템 및 일터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은 일자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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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
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한국적 실정에 부합하는 근로자 대표제도의
도입 및 경영참여, 공동결정제도의 도입과 정착 등은 일자리-생산성 연
합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확
충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정
부는 포용적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축소, 해소시
켜 나가야 한다. 노사정 세 주체는 지난 9.15 대타협의 성공과 실패의 경
험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대화틀을 마련하여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
한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실천 과제
가.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서의 과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낮은 고용률, 기업규모와 고용형
태에 따른 부문 간 격차의 확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균열의 심화로 요
약된다.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노동시장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현 정부 역시 2013년 출범 직후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추진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고용
률 제고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적 과제로 자리잡아야 한다. 고용률은 경
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기술혁신 등의 노동 외적 요인에 의해 주로 좌
우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노사관계, 노동시간과 근로관행, 일자리에 대
한 인식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재정 지출, 노동시간 단축
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고용 중심의 기업경영 전략 등이 일자리의 확충,
특히 청년 및 여성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렬할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부문 간 격차의 축소를 위한 종
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기업 원청기업과 중소 하

제7장 결 론 195

청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한 수직적 위계관계를 혁파하고 공정거래가 정
착되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공정거래 질서가 노동시장의 공정성으로 이
어질 수 있어야 한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비정규직이라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와 시민사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서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가져올 부담
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오랫동안 노동
시장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뿐 아니
라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과 가계의 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내용과 방식이 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쪽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출산과 육아, 가사가 일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으로 원활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라도 소득 분배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노동법 영역의 전략 과제

헌법상 노동 조항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노동법에서 향
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상 원칙을 반영한 노
동법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자치를 보
장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차별 금지를 원칙
으로 하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사관계
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과 노동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
게 문제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법이 추구하여 온 목적과 역할
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위 ‘노동법의 정체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헌법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을
규정하는 한편(제32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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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갖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법원에 의하여 ‘이미
고용된 자’에 국한하여 해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에서 노동
법의 보호범위는 ‘전일제-정규직’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를 통해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은 현재 노동법에 있어서 헌법상 노동조항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노동법이 독립된 법체계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
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로는 노동위
원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종국적인 것은 아니
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과 대법원에서 재검토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노동법상 원리․원칙들은 일반법리에 의하여 재평가받게 되며, 노
동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동법이 독
립적인 법체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소송 절차와 노동법원 체
계가 필요하다.75)
다. 작업장체제 영역의 전략 과제

긍정성보다 부정성이 더 커진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 곧 ‘교착적
조합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교섭체제
의 대표성과 제도적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거시 경제사회정책과 제도 수
준에서 새로운 타협이 모색되어야 한다. 작업장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고
용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고용제도, 임금, 노동시장의 작동 방식에서
효과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노동시장 제도
를 만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조직하기 어려운 여성, 노동시장 취약 계층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수렴하고,
과감한 제도적 혁신을 위한 ‘사회협약’을 추진하여 노동체제와 시장의 획
기적인 개혁을 성공시킨 네덜란드 등의 경험을 참조하여 우리 현실에 맞
는 대화와 타협의 모델을 찾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틀
75) 도재형(2016),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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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선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활성화하고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라. 노동운동 영역의 전략 과제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첫
째, 혁신적인 리더십의 재생산이 중요하다. 대기업 공공부문 조직노동 외
에도 다양한 노동자그룹에 대표성을 부여하여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노동운동의 전면
에 등장했던 리더들이 대거 퇴장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노동운동 리더 그
룹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운동 후속 세대의 육
성과 재생산도 시급하다.
둘째, 조직노동의 정책역량 확대가 요구된다. 정부나 기업은 노동 관련
정책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왔고 정책역량을 높여왔다. 그에 비해
노동의 정책역량은 그다지 신장되지 못했으며 정책역량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노동 진영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소 등 정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울러 노조지도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과 함께 노동운동의 정책
역량에 기여할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찾고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정치 영역의 전략 과제

대화와 타협의 노동정치를 통해 노동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대화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중앙 차원 사회적 대화기구
인 노사정위원회 이외에도 지역․업종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
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긍정적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정부
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동원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노사
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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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 차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조직 재편
과 운영 혁신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층, 청년층, 여성, 영세 자영업자 대표들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대화 주체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회의체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대화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노
사정위가 노정 갈등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고 명실상부한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적 대화
의 산물인 합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평
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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