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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균등화 내지 비균질화를 기존의 노사관
계적 틀로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노동시장 거버넌스
의 개혁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그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미발달되어 있으나 균형잡힌 거버넌스 구조 구축의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주체인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에 주목을
해 보았다. 현재의 노동시장 문제를 제어(govern)해 감에 있어 그들
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적으
로 접근하고 진단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맥락과 현재 상
황에 대한 이해, 외국의 경험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향후 한
국에서의 전망 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삼았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기
업별노조 한계의 극복, 기업들 스스로의 이해증진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자격체계(NCS) 개혁작업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주체들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외국사
례로는 우리와 유사한 조건인 일본에서의 혁신적 실천 사례를 주목
하고, 우리와 상이하지만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 영국의 시스템과 실
천양태를 파악해 보았으며, 보론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접근을 시도
했다.
이론적으로는 협회민주주의 이론, 사회책임적 자율거버넌스 이
론, 산업거버넌스와 정책형성에의 개입 이론,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에서 착목한 비즈니스 협회의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에의 개입에
관한 논의,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다양성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등을 자원으로 삼았다. 분석틀로서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
서의 역할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영역 혹은 행위의 장을 셋으
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각각 정책결정협의자(policy-concertation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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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서비스 기능 제공자(service-provider), 그리고 노동시장
제반 조건들에 대한 자율규제(self-regulator) 혹은 공동규제자(coregulator)로서 협회와 단체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적 지향성과 제도주의적(institutionalist)
접근, 정책번역(policy-translation)의 지향성 등을 담았고, 주로 질적
인 자료들을 분석자료로 삼고 사례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탐색적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한국 사업협회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거버넌스 양
상과 정책행위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 산업협회 및 직업단체
에 속하는 7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해 그들의 노동
시장행위자로서의 활동양상을 진단하고 분석해 보았다. 사례분석
대상은 ‘산업협회’와 ‘직업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범주로 한
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KEA), 한국자동차
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KAIKA) 등 4개를, 후
자의 범주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등 2개를
다루었다.
한국의 협회는 국가주도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1990
년대 후반까지는 공업발전법 등 법정단체로 국가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정부에 산업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통로로
서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협회-정부 관계는 분화하기 시작
하였는데,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정책은 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
유화하고 국가위탁사업의 독점위탁을 폐지하는 등 종래의 국가-협
회 간의 종속관계를 변화시켰다. 이후 노동시장의 분절화, 산업의
성장속도 차이, 산업의 분화로 인한 협회의 포괄 범위 등의 변화에
따라 협회의 역할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협회와
국가와의 관계 변화는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최근 국가자격체계(NCS)와 산업별인적자원위원회(ISC)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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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는 국면은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활동할
정책행위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
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증진시켜 감에 있어 협회들의 조건과 역
량의 차이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는 기
회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NCS의 구축과 그것을 위해 설치된 ISC
들에 참여하며 많은 자원을 정부로부터 공급 받아 인력동향통계조
사 등의 각종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직무역량체계와 교육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주도적
성격이 강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회는 사업협회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질적
인 수행주체는 산업 내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협회라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의 사업협회는 이러한 기회를 매개로 하여
노동시장행위자로서 그 역할의 증대가 예상되며,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해당주체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한국의 협회와 단체들은 국가와의 관계 측
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시각에서 그들
은 크게 보아 ‘협치의 파트너’이거나 ‘방치된 행위자’이거나 ‘배제된
행위자’로서 존재한다. SW협회의 경우 ‘협치의 파트너’로서 산업발
전과 협회의 성장, 노동시장 구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어 있다. 그러한 역할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종래의 전통적인
산업부와 달리 새롭게 미래부가 관할 정부부처라는 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인력이 다른 사업에 비해 특히 사업에서 지니는 비중
이 큰 점, 노동시장의 질서가 과도한 원하청 관계의 난립 속에서 부
정적으로 흘러온 점, 그리고 협회 내부 주체의 남다른 역량과 의지
가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와 달리, KEA, KAMA, KAICA 등은 ‘방치된 행위자’ 상태에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산업규제를 약화하며 관련 협회에 대한 의미
부여와 통제 모두를 감소시켰고,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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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협회들과 협치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협회
들도 각자의 생존을 협회 스스로 고민하고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공히 전자나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영역
이며, 산업부에 속한 협회들이다. 다만 KEA와 KAMA는 대기업들
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과 인력의 안정성이 유지되나,
그런 만큼 대기업의 이해와 입김이 강하다. KAICA의 경우는 그렇
지 않지만 인력과 재정의 영세성하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더욱 제약적이다.
이들 산업협회와 달리 미용사회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업집단
은 일종의 ‘배제된 행위자’로 보여진다. 미용사회의 경우 산업 분류
상 공중위생업에 속해 구체적인 산업 역량을 논의할 주무 정부부처
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는 미용사의 직역확보 행동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로 의견대립이 존재한다. 요양보호
사회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부복지부는 이 단체
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요양보
호사 고용의 질 문제 등을 놓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의하고 통제
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분석 결과 대상기관들은 모두 노동시장의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공통역량기준 마련 등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
을 위해 사업협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역할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 정부에 종속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 내지
당위와 현실의 이러한 괴리 속에서 저마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맹
아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실천들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
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협회의 역할 범위에 관해서는 협회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협회의 역사, 정부와의 관계, 해당협
회가 지닌 자원, 리더십과 실무자들의 역량, 해당협회가 발딛고 있
는 노동시장의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차별성에서 기인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경험을 다루었다. 이질화되고 분화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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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내기 위해 새로운 주체를 탐색하
면서 일본생산기능노무협회(Japan Production Skill Labor Associotion,
이하 JSLA로 표기)의 사례를 통해 특히 간접고용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JSLA는 제조업 사내하청업체의 사업
주들로 구성된 협회로,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실질을 규율하는데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 사내하도급은 1990년대 이후 노동비용의 삭감과 인건
비의 변동비화를 주된 목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 파견이 허용되고 위장도급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일본 정
부는 사내하도급을 적대시하여 배제하기보다는 건전하게 육성해 나
가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 JSLA를 비롯한 원․하청 사업주단체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 사내하도급의 ‘적정화’를 위한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여 공표한 것이 그 시발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
급을 적정화하여 ‘시장경쟁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원․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
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이 JSLA의 관여
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은 위장도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회를 조직하고
2007년 10회에 걸친 회의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포하였는
데, 여기에서는 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를 촉진
하기 위해 원청 및 하청사업주가 각기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
이드라인 및 체크시트가 제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표되자 즉시
후생노동성은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를 행정지침 형태로 산하 행
정기관에 제시했다. 이는 하청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
이드라인이지만, 여기에는 제조도급을 적대시하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화’의 관점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

ⅵ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지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그것과 때를 같이 해서 2007년도부터는「제조업 도급사업의 고
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업」을 JSLA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위탁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위탁사업이 개시된 해에 JSLA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업 추
진 기구로서 ‘제조도급사업개선추진협의회’를 설치했다. 이 협의회
를 중심으로 2007～08년 2개년은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에 준거한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적정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JSLA는 2009년도부터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
업자 인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제조도급사업의 적
정한 운영 및 고용관리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체제와 실시능력
을 인정받은 도급사업자를 ‘우량․적정 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이
다. JSLA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동 협회에서 설치한 ‘제조도급
사업개선추진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한다. 이 협의회에 의해 인정위
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가 우량적정사업자의 심사인정을 실시
하는 지정심사기관 JSLA에 대해 심사지정․지도관리․(심사인정
행위의) 인증 등을 실시하는 제3자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역할
을 바탕으로 JSLA는 정부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주체로
자리잡았다.
제조도급사업의 적정화 모델 개발은 사업장 단위에서 원․하청
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가이드라인
은 ‘연성 규범(soft law)’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그러한 행위 규범(rule of conduct)이 사용자들의 의식에 내면화
되어 외재적 실재로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와 장치 마련이 요구되어졌다.
한편, 2009년 JSLA는 적정한 도급을 추진하며 불공정 경쟁은 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CSR 선언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는 노
조 내셔널센터인 렌고(RENGO)와 사내하도급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JSL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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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대사회적인 ‘공약(public commitment)’이자,
그에 상응하는 ‘공언효과(profess effect)’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공
동선언은 ‘파견․하청노동자의 고용․처우 악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과 ‘파견․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파견사업의 적정하고 건
전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으로 구성되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이 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한국에서 사내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규제책은 되어도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방
안일 수 없다. 대신 그것을 인정하되 원․하청업체 간의 공정거래 질
서와 관행을 확산하고 사내하청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동료로서의 압력(peer pressure)
행사를 통해 일부의 일탈 행위가 방지될 수 있게끔 사용자들 사이
의 조정(coordination)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방안의 하나
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일본의 JSLA의 활동 경
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장에서는 영국의 경험을 다루었다. 영국 내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여전히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지만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 역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
과 같이 영국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하고 단체교섭의 적용
률이 감소하고 있어 이외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
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협
회나 직업단체들이 성숙해 있고 이들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해당 노
동시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사한 고민을 해
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영국이 협회들 일반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방식과 협회 간 정보
제공 및 회원 간의 지원을 모색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
상적이다. 영국 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
적 장치로서 ‘인증관(Certification Officer)’ 제도와 ‘사업협회의 협회’
라고 할 수 있는 ‘사업협회포럼(Trade Association Forum)’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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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협회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협회 간 협업과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인증관(CO)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단체로서 역할하는 사업
협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도이다. 인증관에 등록된 협회는 매년
인증관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협회의 재정상
황, 회원의 수, 집행부의 변화에 대해 보고토록 한다. 그 대신 일정
정도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영국의
사업협회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회원사들의 신뢰
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관을 통해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
자단체 운영에 개입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자
주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견제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협회포럼(TAF)은 영국 내 협회 간 협업과 지원,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협회들의 협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 일
부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
TAF를 설립했다. TAF는 회원사 협회의 재정, 조직구조, 회원사 관
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련 등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 이어 영국 내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협회
중 하나인 ‘전기공사협회(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 ECA)’
와 영국 대다수의 지방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 등 두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ECA는 전기공사산업 내 사업협회로서 고용시장, 임금, 자격심사,
교육, 노사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직급별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고,
취업과 승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교육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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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관련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산
업 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기업에 대한 충성도, 고용유지에 있어
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 내 고용조건에 있어 혼
란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기공사산업 내 채용과 이에 필요한 자격증 부여 역시 대부분
도제제도를 통해 가능한데, 이 과정 중 ECA는 국가직업표준(NOS)
을 작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산업 내 필요한 인력에 대
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 함께 설립한 JTL을 통한 교육과 전기안전
관리협회(ESF)와 설립한 교육기관(Certsure)을 통해 산업 내 필요
한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 ECA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전기공사산업 내 종사자들에게 매우 우
수한 개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CA는 회원사가 하청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다른 ECA 회원사
의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회원사들의 회원유지 조
건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산
업 내 JIB가 규정하는 고용관련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영업 전기공(self-employed operatives)의 기
간제 활용에 있어서도 파견노동과 유사한 기준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ECA와 노동조합이 전기공사산업 내 기간제나 간접고용 근로
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영국 내 지방정부협회(LGA)의 활동과 역할은 특히 국내 지방자
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LGA
는 영국 지방정부 내 약 260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직무평가 지원, 고위 관리
직의 채용 지원 등 인사관리 정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1997년 단일지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방정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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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직급의 추가적인 임금인상
률 적용, 지방정부 내 최저임금수준 인상 등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향후 우리 역시 협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협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회 간
자체적인 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만하다. 특히 과거 협회활동 개입을 통해 해당산업에 지나치
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관행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활성화
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이른바 ‘성과연계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있어서
도 전체 공공부문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정부별 지역 환경을 고려해 별도의 임금직급체계를 설
계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LGA와 같은 기관의 전문
적인 자문․조정 역할은 매우 요긴할 수 있다.
제5장은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서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
로서의 역할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 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의 사업협회는 아직 노동시장행위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역량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형성되어 있
으며, 그것을 발전시킬 정치적 필요성을 현실화시킨다면, 충분히 발
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산업의 특성, 해당주체의 의지와
특성, 그리고 해당사업영역의 고용상태와 문제의 심각성 등 여러 가
지를 고려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최근 ISC(산업
인자위)의 구축과 지속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여지를 제공하
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자나 공동규제자로서 협회가 노동시장행위
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매우 미비함을 확인시켜 준다. 반
면,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들은 협회들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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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무관하게 혹은 노동조합과 함께 일정하게 노동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자의 역할을 행한다. 그러한 모습이 가능하
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탐색과 함께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처럼 개별부처에 무원칙하게 종속되어 임의적으로 관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협회의 사회적 기능과 자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들의 행위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단 정부의 태도 변화뿐 아니라 협회 스스로 의
지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본고에서 분류한바 협회들의 유형에 맞추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
하여 협회들에 대한 새로운 역할부여와 정립의 계기를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배제된 행위자’ 상태에 있는 협회들의 경우 중저임
금의 서비스직들이 주를 차지하며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일자리
들이 특히 양호하지 못하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 주체로 협회들을
사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산업들이 있는 영역에서의 ‘방치된 행
위자’로서 협회들의 경우 기업규모 간 격차해소의 과제에 그들이 나
설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고 향후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노동
및 고용변화에 있어서도 그들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나름 역할이 활발한 ‘협치의 파트너’의 경
우 그러한 활동을 모델화하고 그것이 가능한 요인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면서 다른 영역으로 파급시켜 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 내부의 강한 필요 속에서 역량 있는 행위주체가 형성되
어 지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많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향후 그러한 문제들이 보완되어지는 후속연구들과 정책개발이 활성
화될 것을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식

1. 배경적 상황인식
가. 새로운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필요성
오늘날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격차문제(기회의 불균등한 배분, 공정하
지 못한 보상, 장시간 노동시간, 노령빈곤 등)로 요동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시장은 양극화되고 있고 정부도 무언가 정책을 펴고 있으
나, 현실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거버넌스(governance)는 묵묵부답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정부 혼자서 답을 찾는 건 이미 사실상 불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기존의 노사관계적 틀에서 답이 잘 나오지도
못한다. 노사관계는 오히려 괴리를 빚는다. 노사관계가 과거의 관성대로
작동할수록 오히려 노동시장 문제는 더 악화된다. 정부주도의 방식이든
노사관계를 통한 방식이든 기존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는 현실의 노
동시장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어쩌면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전통적인 선진산업사회의 노동시장은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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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homogenous) 양상을 띠었다. 신흥공업국 코리아(Korea)도 마찬가
지였다.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용인들에게는
‘종속’과 ‘보장’의 교환관계가 적용되었다. 서구유럽의 보편적인 예를 들자
면, 노동자들은 종속을 댓가로 고용안정을 보장받았다. 실업과 노후, 재해
의 위험으로부터 제도적인 보호를 받았으며, ‘양성’과 ‘향상’ 모두의 측면
에서 직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숙련에 맞는 보상
증진의 기회를 누렸다. 노동조합의 수혜를 입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당한 경제적 분배에의 참여, 그리고 여타의 민주적 제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참여가 일정하게 보장되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노사간의 자율
적인 임금교섭(wage bargaining)이 작동, 매년 변화하는 국민경제 상황
에 맞게 임금을 인상시켜, 오늘의 생활도 하고 미래의 자산도 축적할 기
회를 보장받는 피고용인들이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시장에서
의 보호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노동시장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논리가 작동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근래에 들어 크게 훼손되어 이미 아득한 과거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린 듯하다. 오늘날 더 이상 노동계급(working-class)
이라고 하는 균질적 성격의 사회집단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시
장은 분화와 분절, 이질화와 불균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위
에서 언급한 식의, 피고용인의 사회적 존재방식은 보편화시킬 수 없게 되
었다. 그것은 이른바 ‘정규직(regular workers, standard employees)’이라
고 하는 특수집단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분화되어(partialized)
버린 상황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동시장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
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장이 다양한 층위로 분화되었고, 종속
역시 단일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사실 현실의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사회문
제화될 수 없기 때문이며 정당한 불평등은 존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격차나 간극
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위치에 따
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구조화된 불평등에 주목하고 새롭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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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속과 보장의 단순한 교환관계가 해체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극심
하게 전개되어진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일차로 종래의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의 부상과 맞닥뜨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산업과 시장의 세계화 경향이 심화되면
서 보다 경쟁력 있는 노동력 활용의 조건을 구비한다는 명목하에, 이른바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nummerical flexibilization)’와 사업활동의 외
부화(outsourcing) 등의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단행된 문제도 크다. 베이
비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정년도 연장되고 저성장의 기조 속에서 신규일자
리 창출이 어려운 점도 있다. 한국의 경우라면, 경직된 임금체계와 낮은
생산성, 대중소기업 간 만연한 격차, 그리고 국내의 원하청 관계(domestic
subcontract relations)의 왜곡된 지배관계도 노동시장 불평등의 만개에
한몫 크게 거드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구조적인 조건하에서건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건, 한편으로 개별 기업의 경쟁력 증진과 비용절감을 위해 긍정적인 조건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과연 전체 산업의 경쟁력 증
진에 도움이 되고 세계화시대에 지속가능한 산업질서를 구현해 가는 데
무조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나아가 현재 구조화되어 있
는 격차심화와 불균등화 경향의 방치는 사회통합의 저해를 초래할 것인
바, 그것을 일정하게 제어(tackling)하는 정책적 수단의 강구는 매우 절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한 대로 고용불평등이 만연해 가고 노동시장의 사회통합성이 저하
되는 오늘과 같은 상황하에서, 종래의 제도화된 노사관계가 그러한 문제
의 해결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악화를 부추기는 쪽으로 작동하는 현실은 더 큰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구
조와 노사관계의 구조는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일종의 ‘미스매치(missmatch)’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정이환, 2006; 2013). 노동시장의 상황변
화가 종래의 틀거리하에 매몰된 노사관계의 작동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질
서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부합하도록, 혹은 새로운 노동시장 구

4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조의 질서를 찾아 나서면서, 그에 걸맞게 노사관계의 구조적 재편(structural
re-formation)과 행위적 혁신(behavioral innovation)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노동시장 거버넌스(labor market governance :
LMG)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
한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수행되어졌고, 작게나마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복무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나. 대안적 거버넌스를 향한 움직임들
현재와 같이 비균질화, 이질화되어(heterogized) 가는 노동시장의 상황
하에서 불평등의 첨예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일단 ‘종래
의’ 노사관계 행위자들은 새로운 질서의 개척자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노동조합이 지난 1990년대와 2000년
대에 임금인상 자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애를 쓰면서 고용유지와 창출에
경주하며 노사관계의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파견근로
를 허용해도 반드시 단체교섭 임금을 받도록 했고, 여타 실질적인 평등조
치가 가해지도록 근래의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가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비록 급조된 감이 없지 않고,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에 갇혀 그 의미와
무게가 실종된 지난 2015년의 ‘9.15 노사정 대타협’의 경우를 그러한 시도
의 일환으로 꼽을 여지가 있다. 그 안에는 일정하게 노동시장 질서의 재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체제의 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협약체제의 붕괴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상태다. 지
역에서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과 같은 시도가 있다. 이 역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노동시장 질서의 왜곡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시도로 공론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천적 동력이 강하게 발휘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동시에 그들과 다른 ‘새로운’ 행위자들이 출현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
하려는 양상도 일고 있다. 예컨대, 노동계에서는 - 한국을 포함, 세계적으
로 - 기존의 노동조합 행위자들이 주체가 되든, 새로운 이해대변 세력들이
형성되어 그들이 주체가 되든, 노동조합의 양적인 확장(조직화)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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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1) 더 나아가 아예 비노동조합적 기제를 통한 노
동이해대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실천들도 기존의 주체들, 새로운 주체
들 모두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2)
한편, 오늘날 제조업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다양한 서
비스부문, IT 부문의 확장이 도모되는 가운데, 점차 개별기업 중심의 숙
련-보상체제의 경직화된 구조화가 약화되고 기업횡단적이고 업종포괄적
인 노동시장 질서의 구축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이 발견된다. 여러 부문들
에서 노동은 점차 한 사람의 사용자를 전제로 하나의 개별기업에서의 장
기지속적인 고용관계를 매개로 해서 수행되는 관행을 벗어나고 있다. 과
거 수직화된 조직중심적(organization-centered) 사회통합의 경향이 직업
중심적(occupation-centered) 사회통합의 경향에 의해 보완 내지 대체되
어가는 양상이 펼쳐지는 면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업종에서
는 ‘특수고용- 고용- 일인자영업자로의 전환- 재고용’과 같은 노동시장에
서의 다채로운 지위변동이 하나의 직종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사용자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 전체를
아우르는 직업집단(occupational organization)의 행위공간이 확장되어질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이해대변방식과 주체의 변화
를 이끄는 또 다른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직업 내지 직종 종사자들 전반이 형성하는 노동시장
질서에 대한 관심의 강화를 북돋운다.
이러한 속에서 종래에 이른바 ‘노사관계 행위자(industrial relations actors)’
로 칭하여지지 않은, 비즈니스 조직체들이 노동시장 질서의 재구조화 작
업에 일정하게 참여하거나 스스로 주체화하여 일정하게 이니셔티브를 쥐
고 새로운 실천을 전개해 가려는 경향도 발견된다. 비단 제도화된 노동조
합을 상대로 하여 노사관계적 틀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적, 방어적 행
1) 이른바 노동운동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관한 2000년대의 논의는 그러한 실
천적 양상을 이론화하려는 대표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
적으로 터너(Turner, 2004; 2005) 등을 참조.
2) 후자는 이른바 준노조(quasi union)이라고 칭하여 질 수 있다. 노동이해대변 분화
경향 전반에 대해서는 박명준 외(2014)을 준노조의 한국적 개념화 시도로는 박명
준․김이선(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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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환경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업계의 자구책 차원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시도는 충분히 의미를 지닐 수 있기에 그러한 시
도들의 양상이 어떠하며, 그를 통한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는 것도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이질화되고 분화되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질
서(new order)를 찾기 위해 전개되는 종래의 노사관계 행위자 이외의 주
체들의 새로운 실천양상들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이질
화와 균열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가는 주체로 조직화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시적 문제의
식 하에, 기존에 전통적인 노사관계적 인식틀 바깥에 존재해 있던 새로운
조직주체들이 새로운 노동시장 거버넌스에 기여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
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부제를 굳이 달라고 한다면 ‘이질
화되고 균절된 노동시장의 질서구축을 위하여 초기업적 산업이해 당사자
들의 전략적 주체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직업단
체(occupational associations)를 포함한 사업협회(business associations)
가 거기에서 새롭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보려는 것이
본고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2.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직업단체에의 주목
원론적으로 노동시장 거버넌스는 무엇이고 거기에서 노동시장행위자
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걸까?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와 같은 초기업적이
고 중범위 수준(meso-level)의 거버넌스 조직체들이 갖는 노동시장행위
자로서의 속성과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 연구에서 굳이 그들에 주목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까?
가.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정의와 노동시장행위자의 의미
노동시장 거버넌스(LMG)라고 하는 표현은 고용 및 노동정책을 연구하
는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친숙한 것 같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자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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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표현은 아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주로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olicy)’이나 ‘노동시장제도(labor market institutions)’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거버넌스라고 할 경우, ‘고용거버넌스(employment
governance)’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많이 쓰이는 편이다. 노동시장 거
버넌스(LMG)는 그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메커니즘을 지
칭한다.
ILO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비토니오(Benedicto Ernesto R. Bitonio
Jr.)에 따르면, 노동시장 거버넌스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끼치
는 제도들의 전체(the totality of institutions that influence the supply
and demand for labour)’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제도의 전체라 함은 ‘정책
(policies), 규범(norms), 법률(laws), 규제(regulations), 구조(structures),
메커니즘(mechanisms) 및 과정(processes)까지도 다 포함한’ 매우 폭넓
은 개념이다.
비토니오는 핵심적인 LMG 제도로 간주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며, 세 가지 요소를 들었다. 첫째는 노동정책과 법률들, 그
리고 그것들이 집행되어지는 방식이다. 둘째는 노동시장행위자들(labor
market players)과 그들의 조직체들 및 그들의 결정적인 상호작용(critical
interactions)이다. 셋째는 이러한 법률과 상호작용을 행정적으로 관장
(administration)하고 관리(management)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authorities)
이다(Bitonio, 2008: 1). 즉 법적기반, 조직체 그리고 행정당국 이 세 가지
가 LMG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인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제도(core institutions)’는 정책과 제도의
내용적 얽개와 함께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주체들 및 그들의 행위까
지 포함한다. 정부당국과 행정 및 관리 활동이 일단 주요하지만, 그에 못
지 않게 - 혹은 그에 앞서 - 노동시장행위자들(labor market players), 그
들간 및 그들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도 빼놓을 수 없다.3) 즉, 노동시장 거
3) 모든 시장이 그러하듯이 노동시장 역시 일정한 규범들, 신뢰들, 합의들이 갖추어져
야 작동을 하고 그것을 규율(regulation)하는 주체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이다. 하지
만 노동시장은 국가에 의해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이른바 노동시장행
위자들 및 그들의 조직체들 및 그들의 상호작용을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하나의 중
요한 구성요소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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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의 정의에 있어서 노동시장행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다른 요소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노동시장 거버넌스에 있어서 대체로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 일차적인
주체는 노사관계 행위자들(industrial relations actors)이며, 그들이 행위
하는 제도화된 장을 두고 우리는 노사관계라고 칭한다. 이는 노동시장 거
버넌스를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다. 여러 나라들은 조직화된 이해당사자
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찾
아지도록, 이른바 ‘노사관계 시스템(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구축
해 왔다(Dunlop, 1958; 조성재 외, 2013). 노사관계 시스템은 하나의 제도
적 전체성(institutional entity)을 이루며 작동한다. 그것을 매개로 한 행
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다양한 기능들이 원활히 작동하도
록 설계되고 끊임없이 재설계되는 속성을 갖는다.4)
하지만 협의의 의미의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에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와
그 안에서의 수많은 거래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국
가와 노사관계가 아닌 장에서 적지 않게 활동을 한다. 그들 역시 노동시
장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의 광의의 노
동시장행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지역고용 거버넌스(local employment governance)의
관점에서의 정책행위들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지방정
부(local government)와 그 밖의 시민사회 행위자들(civil society actors)
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기존의 노사관계의 영역에서도 국가
라고 칭했을 때 상기되는 중앙정부도 아닌 새로운 행위자들이다. 말하자
면 협소하게 정의된 제도화된 노사관계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노동시장

4) 현대사회의 노사관계는 대부분 산업사회의 유산으로 존재한다. 자본주의화와 산업
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것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 출현한 노동조
합이 국가와 사용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역할이 제도화된 것이 오늘의 노사관계
의 주를 이룬다. 주지하듯이 한국과 같이 기업별 노조시스템이 중심을 이루는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적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초기업수준
의 노동조합조직과 그들의 파트너로서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조직행
위자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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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그들 역시
노동시장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노동시장행위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목표를 가지면서도 그것이 노동시장에 간접적이지만 중요하게 영향을 끼
치는 경우도 있다.5)
요컨대, 노동시장 거버넌스는 크게 협의의 의미에서 제도화된 노사관
계의 영역과 그 외의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양자의 구
분은 역사적, 가변적, 상황특수적이다. 전술한바, 오늘날과 같이 노동시장
질서의 구조변동이 극심하고 노사관계의 협소한 영역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그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은 새로운 거버넌스 행위자
들의 출현을 예고하고 종래의 협소한 노사관계의 틀거리를 재정의해 주
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원론적으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질서구축과 유지, 그리고
재생산에 있어서,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조건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지
니고 있는 ‘조직화된 이해당사자들(organized social interests)’의 역할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화가 고도로 이루어질수록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 제도적 차원에서 일정하게 개입을 하
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주요하게는 노동시장
행위자들의 변화와 새로운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산업현장
으로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후자의 수단이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구현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대
한 제어를 위해서는 후자의 활성화와 양자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사업협회/직업단체에의 주목
노동시장행위자들은 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행위의 직접성과 간접성,
5) 노동시장 거버넌스가 자신의 활동의 직접적이고 주된 행위자라고 해서 영향력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만일 어떤 소규모 사회적 기업이 직업훈련 관련한 이슈를
주로 다루며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경주한다고 해도 그들은 거
대한 산업협회가 행하는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차원의 노동시장 거버넌스 행위에
비해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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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main)와 부(sub)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 보았을 때, 일
정한 스팩트럼을 지닌다. 그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고의
주된 관심은 아니며,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신 본고에서는 여
러 광의의 노동시장행위자 가운데 특수한 주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
은 바로 사업협회(business associations), 산업협회(industry associations
혹은 trade associations), 직업단체(occupational associations) 등이라고
칭하여지는 조직체들이다.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발맞추어 노사관계를 이
끌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형성해 갈 ‘새로운 행위자의 발견 모색’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직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한다. 그렇
다면 왜 굳이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까?
원론적으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주제(theme)는 사업 및 산업활동 내
지 직업활동이라고 하는 주제영역의 동전의 뒷면에 존재한다. 적지 않은
사업활동, 산업활동 그리고 직업활동은 그에 결부된 고용을 파생시키고
고용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6) 이른바 ‘인력(manpower)’을 어떻게 양
성하고 공급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많은 경우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
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활동의 파이
를 키우고, 보다 유리한 활동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주하는 협회나 단
체들의 경우7),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 비록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있고 관심을 두어도 그들 활동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에도 -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노동시장 정책
행위자로서 적지 않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사업협회와 직업단체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방식 등 제도화
된 노동시장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수행은 나라별로 유사하고 공통적인 면
이 있지만 일정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특히 노사관계와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역할 범위와 깊이 등도 정해지게
된다. 협회와 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그 나
6) 여기에서 고용은 매우 넓은 범위로 자영업자 역시 자기고용(self-employment)적
속성을 지닌다고 간주할 수 있다.
7) 대개 그들은 산업 및 직업활동의 영역에서 동질적인 이해를 지니는 회원체들이 보다
유리한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로비(lobby) 조직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회원
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도 하는 이익단체(interest associations)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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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사관계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뿐 아니라, 그 나라 협회와 단체에
대한 거버넌스 일반, 즉 협/단체 - 국가 간의 관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된다. 대개는 노동시장 영역이 아닌 산업, 사업, 직업활동의 영역에
서 그들은 보다 본격적으로 국가와 조우하게 되고 당국의 관리와 행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그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
서의 행위공간 설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결국 어느 나라의 협회와 단체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은 협회 거버넌스 일반 그리고 그 나라 노사
관계의 제도적 정의를 동시에 이해해야지 그 특성이 파악된다.
다. 현 시기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의식
주지하듯이 한국에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영역
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
국에서 노동시장의 질서구축의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맡은 주체는 국가
였다. 다시 말해서 법적 수단을 통한 규제와 국가의 권위에 의존한 질서
형성의 방식은 한국사회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핵심이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기업 내부 이해공방의 장에서의 행위자로 국한되어졌고, 초기업
수준에서 조직화된 이해대변의 장은 현격하게 미발전되었다.
따라서 누군가 만일 한국적 맥락에서는 그 기능 전반은 물론이고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 역할이 저발달한, 조직단위를 하필 이 시점에서 다
루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는 정당하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
를 인지하면서도,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2010년대 중반 한국에서 아직 그
들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역할의 사회적 부상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협회와 직업단체 등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부여 가능성
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핵
심적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 오늘날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균등성 문제의 상당부분은 기업단
위 중심으로 구조화된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기인한다.8) 그것이 모든 해
8) 기업단위 중심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그렇지 않은 다른 서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독특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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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도, 초기업 수준의 업종포괄적 노동시장 거버넌스
의 질서를 구축하면서 답을 찾는다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산업별 노동조합의 실천 등은 그 한계
를 드러낸바, - 혹은 그것의 보다 현실적인 실천전망을 찾기 위해서라도
- 기업집단의 조직화 양상을 검토하며 그 가능성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문제의식이다.
둘째, 말할 것도 없이 기업은 노동시장의 조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을 받으면서 그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노동정책은 기
업에게 무언가를 투입해서 그들의 행위정향의 변화를 도모해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조
합 쪽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위선택을 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 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
재의 문제는 개별기업들 내부의 문제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집단적인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기업들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초기업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의제상으로 노동시장의 균절화, 비표준화, 격차심화, 수평적 조율
기제의 부재, 나아가 저숙련 - 저임금 섹터의 고착화 양상은 비단 노동 측
뿐 아니라 사측에게도 자신들의 이해실현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측
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 강구의
필요성을 경영계와 산업계 스스로 지니고 있을 여지가 있다. 그들의 이해
를 무조건 ‘격차확대의 정치’9)에 획일적으로 맞추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
지 않다. 보다 양질의 숙련된 노동력의 양성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향
상기회의 보장, 보다 공정한 시장기제의 구축을 매개로 한 우수인력 확보
‘격차사회’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Kil(ed.)(2016)을 참조하시오.
9) 지금까지 관찰된바,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주요한 행위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특히 대기업)과 경영자총연합회 등의 이른바 전통적인 노사관계 행위자들
의 경우 표면상으로 노동시장의 분화를 지지하고 더욱 더 수량적 유연성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노동개혁의 국면에서 정부의 정
책도 일정하게 그러한 측면을 지원하거나 보다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제도개혁의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한마디로 ‘격차확대의 정치(politics of
gap-expansion)’ 내지 배제적 노동시장(exclusive labor market)의 형성을 지향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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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확대, 이를 위해 요구되는바, 노동시장 내에 직능과 자격에 대한
표준화 기제를 확보하고 그것이 기업특수적이지 않고 산업 전반에 통용
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등은 경영계와 산업계의 이해 전반에 부합하는
가치들이다. 한 산업 내에서 저임금 - 미숙련 - 불안정 고용이 만연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그로 인하여 지나친 격차가 심화되고 산업질서 내에서 사
회통합이 훼손되는 상황 자체도 고용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결코 이상적이고 영속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
다. 말하자면 ‘포용적 노동시장(inclusive labor markets)’의 속성을 자신
들의 이해로 삼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박명준, 2016).
넷째, 지난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의 방향성 속에 사업협회의 행위공간이 적극적이고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노동시장개혁 혹은 노동개혁은 매우 복
합적인 내용성을 지니고 있다. 개혁은 표피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제도개
혁과 관련해서 쟁점을 형성하고 대치국면에 처해 있는 노동시장의 수량
적 유연성의 증대를 향한 방안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지만, 단순히 그렇지
만은 않다. 이미 수면에서 약 10여 년에 걸쳐 단행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
개혁으로 국가역량표준체계(NCS)의 구축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산업별
숙련위원회(ISC)의 가동 등은 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
의 새로운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그러한 흐름은 약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지난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점차 확대, 진화해 온 것으로, 이제
는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질서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
름과 접맥시켜 새로운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타
당한 시도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사업협회는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현재의 노동
시장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조건은 무엇인가? 노동시
장행위자로서 한국의 사업협회들의 역량은 어떠한 식으로 강화될 수 있
는가? 본고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과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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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

사업협회/직업단체를 노동시장행위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통한 노동시
장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본 연구는 일정하게 이와 관
련한 기본적인 이론적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 연구와 유
관한 이론적 자원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이 연구에 줄 수 있
는 함의,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지니는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
리해 보겠다.
우선 본 연구와 관련해서 연관지을 수 있는 이론적 자원과 관련하여 크
게 세 가지 논의들을 찾을 수 있다. 산업단위의 기업들 조직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미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주목을
해 왔다. 그러한 이론활동으로 그간 정초된 대표적인 논의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바, 그들은 각각 협회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 이론, 산업
자율거버넌스(industry self-regulation) 이론, 그리고 산업거버넌스와 정
책형성에의 개입 이론 등이다.
첫째, 협회 민주주의 이론은 코헨과 로저스(Cohen & Rogers, 1992)에
의해 발전된 논의이다. 코헨과 로저스는 협회민주주의가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분배적 공평성(distirbutive
fairness), 그리고 정부의 능력(competent government)의 측면에서 긍정
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협회민주주의에서 특히 국가의 역
할에 중요성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국가의 개입 유무가 아니라 국
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협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이 이론에서는 명시적으로 국가의 관례적인 정책수단을 - 법적 규제, 세
금 및 보조금 등- 통해 협회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결사체의 작위성(artfacturality of association)’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조직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집단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코헨과 로저스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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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집단에게 정책적 역할을 부여하고 위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분배적 평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Cohen and
Rogers, 1992).
둘째, 산업 자율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일종의 자기규율 레짐(self-regulatory
regimes)의 하나로서 ‘산업의 자기규율’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는 주장을 편다(Gunningham and Rees, 1997).
한편, 본 연구와 유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 논의군은 노사관계와 정치경제학적인 틀에서 협회
의 독특한 기능, 그중에서도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적인 행위
의 장으로 그들이 개입해 들어가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이다.
첫째, 비즈니스 협회와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는 주로 이른바 코
포라티즘(Corporatism) 연구와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s)에
관한 연구들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 애초에 거버넌스 논의는 이익집단
과 이해대변의 방식에 관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그것은 크게 다원주
위(pluralism)와 조합주의(corporatism)적 시각으로 나뉘어 이론화되었다.
슈미터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와 필요는 이익대표체계(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를 통해 정책 과정에서 실현되는데 다원주의와 조
합주의는 제도화된 이익대표체계를 설명하는 상반된 접근이다(Schmitter,
1974).
다원주의는 정책을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로 인
식함으로써 이익집단을 정책과정의 핵심주체로 상정한다. 이에 반해 정
부는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정책행위를 하기보다는 이익집단의 투
입활동에 반응하고 이익집단들 간의 합의를 중재하고 존중하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한다. 이때 이익집단들이 정책과정상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자발적이고도 경쟁적으로 표출하며, 이들의 투입활동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승인이나 제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조합주의는 국가가 정책과정상 독립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와 이익집단 간에 공식적, 제도적 연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슈미

16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터는 조합주의를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와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로 분류했다. 그는 서유럽식의 다원주의 차원의 정치형태를
거쳐 조합주의에 이른 사회적 조합주의 형태를 다원주의 경험을 갖지 못
했거나 짧은 경험에서 통치집단이나 지배 엘리트 집단의 필요에 의해 조
합주의를 이행한 경우에 나타나는 국가조합주의와 차별화시켜 구분했다.
여하튼, 산업발전과정에서 노동자집단의 역할이 약하거나 배제된 상태에
서 산업화과정을 겪은 신생산업국의 하나인 한국의 거버넌스 형태는 서
구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적 조합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는 크게 자본주의의 유형을 자유시장경제
(Limeral Market Economy : LME)와 조율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구분한다(Hall & Soskice, 2001). 그에 따르면, 넓게 보아 한
국은 LME가 아니라 CME에 속한다. 한국적 CME의 주된 특성은 일본
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조율의 주체이자 경제거버넌스의 가장 막강한 권
력주체이다. 이러한 양상에서 사업협회나 이익단체들은 그 역할이 국가
에 종속되면서 국가의 필요에 복무하는 식으로, 일종의 국가조합주의
(state-corporatism)적인 성격을 지닌다. 펨펠(Pempel & Tsunekawa, 1979)
이 일본을 향해서 ‘노동 없는 조합주의(corporatism without labor)’라고
칭했던 사회구성체의 성격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독일이나 서
유럽의 민주적(사회적) 조합주의와 유럽형 CME에서는 사회적 파트너십
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가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
(delegation)하는 방식인 반면, 동아시아의 노동 없는 조합주의에서 국가
는 기업집단을 조성하고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며 조율하는 중심적인 매
개체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제도주의적 접근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뤄온 연구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론은 경영자들과 기업이
사회적인 가치를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하여 경영을 해야 하느냐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업가들이 자선가나 윤리적 지도자가 되라는 말
이 아니라, 기업가들로 하여금 사회책임적 행위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제도, 문화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양상에 대한 대응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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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Brammer, Jackson and Matten, 2012).
특히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노동시장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기업가들
은 고용 및 노동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사회책임적인 행위선택을 통해 연
성적으로나마 그러한 거버넌스의 구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제도
화되어진다면 경성적 거버넌스의 수단이자 요소로 발전해 갈 여지도 있
다. 예컨대, 독일과 같이 코포라티즘적 메커니즘이 발전한 나라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미 노동시장의 작동기제로 상당히 배태되
어(embedded)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기존의 이론과 접근들은 이 연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정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국가중심적 거버넌스를 보유, 발전해 온 한국과 같
은 나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회와 같은 조직체들의 민주적 운영원리
를 증진시키면서 그들이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행위자로서 의미 있는 공
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낼 것인가? 그것은 가능한가? 종래의 이론
적 자원들은 원론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쉽게 시스
템화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준다.

제3절 연구방식

1. 연구질문과 연구대상
가.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탐색하며, 그들이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균등화와 균열의
문제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질서구축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여
지를 탐색한다. 즉, 사업협회와 직업단체 등을 통한 노동시장 거버넌스
(labor market governance)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현실의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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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자 한다.
연구에 임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본다. 이는 각각 실태
파악, 외국사례 그리고 향후의 가능성과 필요한 정책적 개입방식 등이다.
첫째,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 한국의 사업협회들을 규정하는 제도적 조건
이나 정치적 기회의 측면, 즉 정책행위자로서의 행위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공간 내에서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행위를 수행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와 관련한 주요국들에서의 상황은 어떠한가? 협회의 노동시장
행위자로서의 체계적 측면의 양상은 국가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
는가? 근래에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외국협회들의 주목할
만한 행위사례들은 존재하는가? 그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에서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은 어떠한가?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 내지 개
혁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실상과 외국의 의미 있는 사례들 간에 존재
하는 간극이 어떠한 점에서 얼마나 있으며 그것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정
책론적 및 조직행위론적 수단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나. 연구대상
연구는 일단 한국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시스
템과 실천양상들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갖고 수행해, 그들로부터 한국의 정
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 두 나라를 선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제도적, 상황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실천들이 근래에 들어 흥미롭게 대두되는 양상을 연구자가 확인하고 있다.
영국은 대표적인 서유럽의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로, 노사관계, 협회거
버넌스 일반,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 등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할 만한 자
원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적 상황과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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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상이하며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모두에 있어서 앞선(advanced) 민
주적 자본주의 질서를 보유하고 있다. 개별기업 중심의 노사관계가 아니
라 초기업 수준의 노사관계가 조직적,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의 정교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 이러
한 모습은 우리의 협소한 노사관계, 얇은 노동시장 제도, 그리고 국가 종
속적인 협회거버넌스의 한계 속에서 사업협회 등이 노동시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양상을 극복하는 데 일정한
실천적, 정책적 실마리를 지닐 여지가 있다.

2. 연구주제와 분석영역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의 하나인 ‘노
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 및 직업단체, 그리고 그들간 및 그들과 정부
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노동시장의 꾸려짐(governing)의 방식, 그리고 그
들의 지형(constellation)과 행위(behavior)의 변화를 통해 현재 새롭게 일
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 등에 있다.
거버넌스가 제도화된 얽개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행위자
들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에, 노동시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의 ‘행위의 장(action arena)’ 혹은 ‘행위영역(action realm)’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첫째는 노동시장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 주체로 수행하는 행위영역이다. 여기에서는 정책형성의 정치적 과정
에 노동시장행위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가 핵심 주안점이다. 예
컨대 노동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전개될 때,
참여자들이 어떻게 범위 지워지고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정책협의(policy
concertation)을 벌여 나가느냐는 이러한 측면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한국
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제도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에 노사이익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나, 최근에 산업/지역인자위와 같은 기구에 협회
들이 참여해서 NCS를 새롭게 구축해 가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 것은 이
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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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노동시장 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프로
그램들을 수행하는 주체, 즉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많은 영역들에서 민간의 소규모 사회
적 기업들이나 시민사회는 일정하게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실
업자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시키는 류의 활동들이 대표
적이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급 조직체들도 노동시장행위
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협회들의 경우 정부
의 수주를 받아 일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노동시장에 대한 일종의 규제자(regulators) 혹은 공동규제자
(joint-regulators)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흔히 지칭하는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라고 하는 ‘장(arena)’, 내지 ‘행위의 얽개(behavioral
arrangements)’에서의 사회적, 제도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여기에 들어간다.10) 대표적으로 노사관계로 규정된 제도화된 장에서
노사 이익대표체 간의 임금교섭(wage bargaining)이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장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을 특히 협의의 노동시장행위자 내지 ‘노사관계 행위자(industrial
relations actors)’라고 칭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기업별 교섭 이
외에도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하는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틀에 참여하여
그 수준을 재규정하는 활동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규제자로서의 활동 범주에는 노사관계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의 규제행위도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하위정책 영역들에서 노동시장 참여자들(근로자들)
의 숙련이나 근로조건의 측면에 대한 질과 양 측면에서의 때론 강제적
10) 현대 산업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노사관계를 일정하게 제도화시켜 놓고 있
고 그 안에서 노동에 대한 시장에서의 거래원리를 정해 둔다. 예컨대, 임금의 구
조와 임금의 인상 그리고 여타 복지와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즉 노동력의 거래조
건과 보상조건 등에 대해서 배타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지닐 수 있는 이른바 임금
교섭 내지 단체교섭은 노사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적인 장이다. 거기에서 권
리를 부여받은 노동의 이해대변체(대개는 노동조합)와 자본의 이해대변체(개별기
업 내지 기업체의 연합)는 중요한 노동시장행위자들이다. 그들이 교섭이라고 하
는 상호작용을 진행하고 그것의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서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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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때론 자율적(voluntary)인 규제행위이다. 이 영역은 노사관
계의 조직적 기반이 두터운 나라들이나 사회적 파트너십이 발전한 나라
들에서는 주로 노사관계의 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
에서는 국가가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여타의 노동시장행위자들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예컨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입직교육, 향상훈련, 자격부여 등을 어
떻게 수행하는지, 혹은 근로시간 단축, 일 - 가정 양립 강화, 건강증진, 재
해예방 등의 측면에서 고용의 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증진) 시키는지,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이 일었을 때 조정되어지는 인력들의 이동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이 그 주요 주제들이다. 본고의 주된 문
제의식인 고용불평등의 완화, 격차해소, 일자리의 질 업그레이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향한 이익단체들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다면 이 역
시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규제자로서의 활동은 정부와의 협치가 있을 수도
있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 대표체들이나 다른 협회들, 혹은 시민사
회 단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방식도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협회 스
스로가 산하단체들과의 ‘내부정치’적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협회와 직업단체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참여 가능한 위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노동
시장 거버넌스 ‘행위영역들’에서의 행위에 관심을 둔다. 세 영역 모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나, 한국적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규제자 혹은 공동규제자로서의 측면, 그중에서도 협소한 노
사관계로 정의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노동시장 규제활동의 방식과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사례 연구를 위한 공통 질문지
이 연구는 노동시장을 꾸려가는(govern) 주체, 즉 정책행위자(policy actors)가 다
양화되어 있다고 보고, 그 가운데 사업협회와 직업단체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
하고 혹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노사관계 연구에서는 이들의 역할에 대
해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다. 한국과 같이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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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가 협소한 영역에서의 이해대변만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행위자의 역할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특히 협회
와 단체는 해당 부문,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보호(protection)’,
‘양성(bild-up, formation)’, ‘향상(improvement)’의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양한 가능성들 및 활성화의 전제조건들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귀국의 귀 기관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조직과 역할>
- 귀 기관의 역사와 기본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연역, 조직, 의사결정방식,
운영)
- 귀 기관이 다루는 주요 정책영역의 주제들과 주안점들은 무엇인가? (산업, 기
술, 제도 등)
- 귀 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있는가? 또는 해당부처와의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는가?
<노동시장>
- 귀 기관의 활동영역에서 근래의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귀 기관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귀 기관이 개입하는 노동시장, 교육훈련, 고용의 양과 질 등과 관련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특히 그것을 ‘보호’, ‘양
성’ 그리고 ‘향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면 어떠한가?
-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격차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귀 기
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하는가?
<다른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들과의 관계>
- 귀 국가의 전통적 노사협상(혹은 사회적대화) 구조는 어떠하며 최근 어떤 변화
를 겪고 있는가?
- 귀 국가의 전통적 노사협상(혹은 사회적 구조) 틀 속에서 협회 및 사용자 단체
의 역할은 어떠한가? (법적/제도적 개입 및 참여 가능성과 현실적 참여 정도와
영향력)
- 노동시장과 관련한 의제를 풀어감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그리고 회
원기업들 및 전문가 등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는 어떠한가?
- 귀 기관이 대변하는 산업(업종) 내에 별도의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설립되
어 있는가? 만약 별도의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들과의 관계
는? 필요 시 쟁점별 협의가 진행되는지? 정례적인 협의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운영은? 별도의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지? 경쟁적인 관계인지?
- 정부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가? 협회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 귀 기관이 대변하는 산업(업종) 내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거버넌스에 있어 귀
기관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협회와 노동시장 원론>
- 협회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주체로서 적합한가? 그러한 역할
을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귀 기관의 상황은 어떠한가?
- 귀 기관의 그러한 역할 수행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
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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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적 접근과 분석자료
가. 방법론적 접근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탐색적 연구에 치중한다. 일단 한국에서 기존에
본고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수행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 있으며,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일단 한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해외에도 눈
을 돌려 몇몇 주요국들의 시스템과 새로운 실천들에 접근하면서 그들로
부터 한국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을 구축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가 보다 정치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중심적(problemspecific) 측면으로 좁혀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시장
에서의 파견노동이나 하청노동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격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출현하고 있는 조직적 행위적 실천
양상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또 행위자의 성격, 행위의 패턴
등에 있어서도 보다 특화된 양상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좁게 비교분석을
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균등화 내지 균절이라고 하는 포
괄적인 문제범위를 넓게 열어 놓고 접근을 시도했다. 행위자도 사업협회
와 직업단체 모두를 포괄해서 사고했고, 행위양상도 다양한 측면의 상호
작용들과 실천들을 열어 두었다. 이렇게 타깃이 되는 노동시장의 이슈,
행위자, 그리고 행위 모두를 넓게 잡고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각국별 노
동시장, 노사관계 및 국가-협회 관계 전반에 관한 넓은 시각을 견지하고
해당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일종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적 시각에서 선험적이고
협소한 연구관심을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연계화된 현실에 기반한 현
상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는
다. 단점은 당장 연구결과 손에 잡히는 명확한 논리적 논점을 끄집어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장점은 해당 연구대상 사회 및 행위자들의 구
조와 관계 그리고 그들의 행위선택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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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의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을 따
르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
성규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기도 했거니와, 그러한 경향적 특
성을 일정하게 이해하면서 접근 가능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그들로부터
정책번역(policy-translation)의 자원과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에 보다 큰
방점을 두고자 했다. 즉,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한국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추구하고 그것에 기초를 둔 후 외국의 실천들로부터 정책적 함의
를 끄집어내려는 취지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각하에 국가별
분석은 그 나라 전체의 상황 전체에 대한 일관된 틀에 기초한 분석이라기
보다 각국에서 수년간 유학을 하고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 온 국내의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맥락적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이
해에 기초하여 한국적 상황에 흥미롭고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법한
실천들을 주제, 행위자, 행위양태 모두를 표준화시키지 않고 끄집어내어
구성해 보고자 했다.
나. 분석자료
본고의 연구는 주로 질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 관
한 기존연구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협회와 단체에 대한 양적인 자료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례연구 위주로 작업
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설문조사 등 양적 조사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전체 모수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서 일단 질적인 사례조사들을 심도 있게 수행하여 현실의 양태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질적 사례조사에 초점을 맞
추었다.
당초 연구를 추진하면서 한국, 영국, 일본과 함께 독일과 프랑스 사례
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유럽의 두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
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구마감 시점까지 충분한 자료수집과 정
리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본문에 그 내용을 싣지 못하였고, 결론에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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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프랑스 사례에 대한 기본조사와 집필결과만 보
론에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사례연구들을 수행하면서 한국
과 외국 모두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질문사항들을 연구진들이 공통으로
공유하여 자료수집의 틀로 활용하였다. 개별 국가, 개별 사례들에 대한
자료수집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장들에서 별도로 언급하였다.

제4절 본문개관

제2장에서는 협회체제와 한국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양상에
대해서 진단해 본다. 제3장에서는 일본 협회 가운데 흥미로운 사례를 짚
고 그에 대해서 깊게 논구해 본다. 제4장에서는 영국의 협회체제 그리고
영국 협회 가운데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흥미로운 행위를 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상황 분석을 토대로 하고, 이론적 자원 및
다른 나라들에서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실천양상과 결부시켜 향후 한국
의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증진의 가능성
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을 정리해 보았다. 더불어 본문에는 다루지 못했
으나 프랑스의 사례를 [보론]으로 담아 보았다.

26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제2장

한국 사업협회의 현황과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이 장에서는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즉 노동시장 거
버넌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
를 탐색, 분석해 본다. 그것을 사업협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바
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가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일단 1절
과 2절에서는 한국의 사업협회에 대한 개관을 하고, 그들의 거버넌스와
정책행위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주로 한국의 사업협
회의 역사와 그에 대한 제도적 배경, 그리고 국가와 협회와의 관계와 그
속에서 정책행위자로서의 협회의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이니셔티브 속에서 사업
협회에게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개관해 본다. 제3절과 제4
절에서는 각각 산업협회와 직업단체로 나누어서 몇 개 기관들에 대한 사
례분석을 실시한다. 제5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의 특성을 요약,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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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의 사업협회 개관

1. 역사와 제도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많은 사업협회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곳 이상으로
정부부처가 필요로 하는 정책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설립한 곳들이 다수를 이룬다. 일부 조직체들에는 제도적으로 그 원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기까지 하다. 협회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제도적 권
한에 기대거나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개입
하는 행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주의자들은 협회와 같
은 기관들에 대해 이른바 ‘자유경쟁시장경제 원리’의 작동에 위해를 가하
는 존재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1960년대 초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 약 3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 경제운영방
식상으로 국가주도성의 틀을 강하게 유지해 왔다. 원래 시장원리의 중요
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민간주도의 경제운영방식’이 제창되던 1980년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 운영방식의 국가주도적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국의 사업협회11)는 그러한 국가주도적 경제운영방식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결과로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종속변수로 존
재했던 사업협회는 실질적인 역할의 면에서나 연구의 대상으로나 그간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시련을
11) 본 장에서 한국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산업협회와 직업단체를 총괄하는 용어로
사업협회를 선택하였다. 사업협회라 함은 현행 법률상 정의되어 있는 이른바 ‘사
업자단체’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독정방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
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
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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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면서 그것을 계기로 경제운영방식을 경쟁원리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체제로 보다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졌고, 경제운영방
식상의 신자유화(neo-liberalization)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사업
협회 혹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측면이 크다(이재형,
1999).
대표적으로 1996년「민관합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경쟁제한적 사
업자단체’의 대폭적인 정비를 제안하였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
정기관 및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단체를 파악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신고를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4년부터 그 설립 여부가 신고된(registered) 사업자단체
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행 이후 15년간 신
고된 사업자단체의 총수의 44%에 가까운 단체가 이미 그 전 2년간 즉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신고된 것들이다. 나아가 1999년 1월 공정거래
위원회는「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제도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업무를 대폭 폐지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99년 당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
업자 단체의 수는 <표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6,316개에 달하였다. 이
는 국가적 사업자단체의 현황 파악과 정비의지로 사업자단체의 지형을
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자료가 되었다. 2000년 이후 사업단체에 대
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
문이다. 그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공정거래법」에서 설립 신고를 강제
하고 있던 규정이 사업자 단체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1999년 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하였기 때문이다(이재형, 1999: 37～47).
<표 2-1> 연도별 사업자단체 설립신고 현황
1981
～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1,407

61

91

596

1,281

2,746

81

53

6,31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999) - 이재형(1999: 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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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사업협회에 대한 공식적인 양적 통계를 통한 상황 파악은
1999년의 시점에서 파악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당시전체
6,316개의 사업자단체 중 66.3%에 해당하는 4,187개의 사업자단체는「중소
기업협동조합법」,「공업발전법」, 기타 개별산업과 관련된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었다. 나머지 가운데 2,042개는「민법」에 기초하여 설립되
었다(이재형, 1999: 37～56).
당시 특별법에 근거한 단체들이 과반 이상 차지하는 것은 정부에서 산
업육성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을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주체
로서 역할을 하는 사업자 단체를 다수 양산했음을 입증한다. 업종별로 보
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단체수가 1,930개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사회․개인서비스업 및 기타(1,831개), 제조업(1385개)의 순
으로 많았다. 이들 3개 업종에 속한 사업자단체의 수는 5,146개로서 전체
의 약 81.5%에 해당했다(표 2-2 참조).
<표 2-2>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별․업종별 현황(1998년 말 현재)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조업

기타특
별법

계

민법

임의
단체

계

489

597

1,086

284

15

1,385

전기․가스업

2

-

2

1

-

3

건설업

-

96

96

21

2

119

도소매 및 음
식․숙박업

228

961

1,189

679

62

1,930

운수․창고통신
업

-

140

140

43

1

184

금융․보험․부
동산 및 사업서
비스업

25

438

463

396

5

864

사회․개인서비
스업 및 기타

2

1,209

1,211

618

2

1,831

746

3,441

4,187

2,042

87

6,316

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999) - 이재형(1999: 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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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에 나타난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분포는 한국 산업발전의 지
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조업과 사회․개인서
비스업에서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들의 수가 민법에 근거
를 둔 단체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많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부가 제조
업 및 복지서비스가 속한 서비스업에서 법에 의한 단체의 운영을 선호했
음을 드러낸다. 또한 당시 사업자 단체의 절대 수는 도소매 및 음식․숙
박업에 가장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이 다수 존재
하는 산업에서 기업 및 종사자 간 정보교류와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른바「공업발전법」은 한국의 국가주도적 산업성장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했는데, 이 법의 변화는 사업협회의 변동과 관련해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1983년에 제정되었다가 1999년에 폐지된 이 법 제23조에서는 “사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
종별로 당해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할 것을 규정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공업발
전법시행령」에서는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여러 필요사항들을 규정하기도 했다(이재형, 1999: 40～41).12)
기본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이 법은 그 취지 안에
사업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단체들에게 직접적
으로 노동시장행위자의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공업발전법의 폐지와 신자유주의화, 국가와 단체와의 관계 변화
속에서 사업단체의 역할 변화는 일정하게 연동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법에서는 공업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조
업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수도사업, 도소매업, 일부사업서비스업 등 제
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다.13) 이때 이 법이 존재하
12) 또한 동법 제24조에서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을 규정했는데, 그것은 각각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추진
을 위한 사업, 생산성 향상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통상산업부 장관이
당해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
는 사업 등이었다.
13) 구체적으로 제조업, 전기가스 및 중기업, 수도사업,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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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 여기에 속해 있던 산업과 속하지 않았던 산업들은 각각 해당 사
업단체들의 역할과 모습에 있어서 상이한 변화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업협회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법률체계로 바로「중
소기업협동조합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중소기업인이 상호부조의 정
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한다. 그를 통해 그들
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사업조합의 설립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입요건은 중소기업인로서 조합구역
안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
업인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996년 말 당시 이 법에 의해 설립
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는 700개에 달하였다(이재형, 1999: 41～44).
이 법 3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15가지를 규
정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
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
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
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
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
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
공사업, 도소매업, 운수장비임대업, 자료처리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영화 제작업 등 매우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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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
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이다. 이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
요 사업내용은 1998년과 2016년 현재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법에 의해 요구되는 조합의 역할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조합의 설
립요건 및 산업활동의 제반요건 등이 크게 완화되어 조합의 수가 크게 증
가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산업 내 이익을 함께하는 조합원
들의 집합으로 정책행위자로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4)
개별사업과 관련한 여러 법률(이들을 통칭하여 ‘특별법’이라 칭하고자
함)에서도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당해 사업분
야와 관련된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임의적 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법
률이 있는가 하면, 법률 규정상에 특정 사업자단체의 설립의무를 명기한
법률도 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임의설
립, 실질적인 설립권장, 설립강제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법률조
문을 문맥대로 해석한 데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단체들은 그 설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들 사업자단체들은 조사․연구, 교육․홍보, 사
업자들의 효율성․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대정부 건의 등을 주
요 사업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무부처의 직접적 지도감독
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설립과 청산은 물론 사업계획, 정관의 변경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기관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형, 1999: 44
～48). <표 2-3>은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주요 사업자 단체들을
보여준다.
14) 본 장의 제3장에서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의 사례를 다룰 것인데, 비록 내부
거버넌스가 일반 협단체와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역시 노동시
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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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특별법에 의한 주요 사업자단체 분류
임의설립을 규정하고 있
는 법률: 사업자단체의 사
업내용에 대한 규정은 두
고 있음.
- 주류제도 또는 주류판
매업자 단체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단체
- 해운단체
-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 등

설립이 임의규정으로 되
어 있으나 사실상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보험협회
해외건설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
회
- 유선방송사업자협회
-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
협회 등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변호사회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
한국식품공업협회
의사회, 한의사회, 간
호사회 등

자료 : 이재형(1999: 49～56)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 법률에 의해 설립과 회원가입이 의무
화 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
회, 1995). 이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① 동 업계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연구업무, ② 업계의견 수렵 및 대정부 건의, ③ 회
원사에 대한 경영지도, 기술자교육,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료제공, ④ 통계
의 수집 및 작성, ⑤ 자금, 자재, 장비알선 및 수출입 지도 알선 등의 업무
를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 이들 법정단체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이 대부분의
단체가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각종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의 접수 등 단순히 절차와 관련된 업무도 있지만,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기공사협회 등과 같이 수급한도액의 산정 등과 같
은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시행을 위한 기초업무도 있다. 또한 규격․
검사업무와 같이 시행방법에 따라서는 개별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도 적지 않았다(표 2-4 참조).
공정거래법은 사업협회가 경쟁제한적인 카르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할 수 없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
다. 이는 크게 개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사업협회에까지 확대시킨 것(공
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과 사업협회의 고유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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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의 업무

통상적 업무

- 업계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업무
- 업계의견수렴 및 대정부건의
- 회원사에 대한 경영지도, 기술자교육,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료제공
- 통계의 수립 및 작성
- 자금, 자재, 장비 알선 및 수출입 지도 알선 등

정부위탁업무

-

경쟁제한적 업무

- 사업자의 서비스 공급가격 결정
- 공급 혹은 수입물량 규제
- 자율규제 혹은 정부 위탁업무에 의거한 경쟁 제한 행위 등

사업자등록
관리감독 및 징계
보수교육, 실적확인 및 시공능력 산정
수출․입 승인
시험 대행 및 시험 관리
검사․평가․심사․지도․확인․추천제도 등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995).

에서 발생하는 것(사업자수 제한, 사업활동 제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활동의 위법성 여
부를 판단하는 실무적인 기준으로서「사업자단체활동지침」을 제정, 운영
한다.
한편, 1990년대 말 김대중 정권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의 정부와 사업자 단체의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
하며 사업자단체가 지대(rent)를 추구하고 담합을 일삼으며, 국가와 유착
관계를 가진다는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적 배경을 받아들이고 정
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후 한국 사업협회의 규제개혁 정책은 사업자단체의 규제가 총
체적인 담합현상과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고 결국
효율성의 상실을 갖고 오는 것이 규정되었으며, 근본적인 처방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협회의 규제개혁은 협회
설립 및 가입을 자유화하고, 사업자 등록 업무와 징계권을 환수하며, 보
수교육 업무 등 국가위탁 사업의 독점 위탁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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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 사업단체의 거버넌스 변화는 본장의 필자들이 수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B협회는 산업 발전 초기에는 법정지
정단체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련분야의 법정단체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B협회의 해당산업을 보호해야 할 명분을 잃고 2000년대 들어 법정단체로
의 지정이 해제되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의 형태로 변경되면서 정부부처
와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B협회는 상공부, 산업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법인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어졌는데, 산업통
상자원부는 산하 단체를 법정지정하지 않고 여러 단체의 경쟁을 유도하는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까지도 법정단체를 지정하고 법정단체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B협회 관계자 X씨).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협회-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사업협회들이 정부주도적 산업발전 분야의 협회들
이었다면, 그러한 분야가 아닌 영역의 사업협회들의 양상도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C협회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가자격사들 중 사업자들이 회원
이다.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단일단체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정책과정상 파트너로서 교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당부처는 부
처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생교육을 C협회에 위탁하여 업무부담을 덜려
하고 있었고, C협회는 거기에 부응하면서 조직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이상의 어떤 지원도 없었으며 이러한 관계에
대해 관계자는 정부와의 관계는 ‘방치’되어 있었다고 표현하였다(C협회 관
계자 Y씨). 즉, 주력산업이 아닌 산업의 협회-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는 해
당 산업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고,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의 이해관계가 적었
다. 이에 정부는 협회에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최소한의 협회 생존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맡기는 데 그쳤으며, 정부와의 관계에서 협회는 방
치되어 있었다.
역사와 제도를 통해 살펴본 것과 일맥상통하게 우리나라에서 협회-국
가 관계는 국가조합주의적 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종래에
존재한다(김의영, 2002; 김준기, 2003; 사공영호․강휘원, 2001; 이민호,
2010). 대표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사업자단체의 정관을 분석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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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의 관계를 연구한 이민호(2010)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일반
적 형태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직접적 관계의 모습을 취하
면서 그것이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짐을 밝혔다. 다만, 이 연구는 우
리나라에서 2000년대 신자유화가 진행되며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완화되
는 과정에서 사업협회들이 생존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 왔을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사업협회가 기업부문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이익에 부합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정
부의 정책 집행을 도움으로써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 사업단체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발견하기는 힘들다.

2. 사업협회의 현황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사업협회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협회의 설립규제와
강제 가입이 완화되었고, 법정단체로의 직접적인 육성은 자제되었다. 기
존 사업협회들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약화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사업
협회들은 각 부처별로 비영리단체, 소속단체 등의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
다.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부처 ‘소속단체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처와 협회들과의 관계는
법적 강제성 여부에 더해,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진의 검토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전체적인 사업협회의 현황
과 분포를 볼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요 부처들은 비영
리 법인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요청시에 공개하고
있다.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황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사업협회와 직업
단체뿐 아니라 공익단체, 특정한 목적을 위한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
인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정부 부처에서 제공한 정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류할 필요
가 있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를 선별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업협회와 직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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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협회와 주요 단체
법인 유형

수

주요 단체

사단법인

677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등

재단법인

114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색채연구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등

31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특수법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의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체들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기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2016년 10월 현재 총 1,081개의 비영리 법인이 존
재한다. 법인 유형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개별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법인,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사업협회와 직업단체
의 성격과는 구분되는 공익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법인들은
총 822개로 개요는 <표 2-5>와 같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체들은 과거 ｢공업발전법｣에 의해
법정단체였으나, 산업규제 완화 이후 사단법인으로 유형을 변경한 업체
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사례 협회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인
터뷰에서 발견된 점은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사단법인들 중
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정부에서 지시한 육성정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산업 내 정보를 결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산업의 성격과 협회의
역량 등에 따라 협회의 역할이 다르게 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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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사업협회 설립 현황
설립연도

설립단체 수

주요 단체

1940년대

4개

- 한국무역협회
- 대한방직협회
- 대한석탄협회

1950년대

5개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타이어산업협회

1960년대

12개

- 한국LPG산업협회
- 대한전기협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970년대

22개

- 한국조선플랜트협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1980년대

33개

- 대한석유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화섬협회

1990년대

124개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한국로봇산업협회
- 한국의류산업협회

2000년대

253개

- 한국산업용섬유협회
- 한국빌딩산업연합회
- 한국캐릭터협회

2010년대

369개

- 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
- 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
- 한국시장협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의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협회들을 설립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가장
오래된 사업협회는 1946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다. 이후 1947년에는
대한방직협회가 설립되었으며 1940년대에는 1949년에 대한석탄협회 등 4
개 협회가 설립되었다. 1950년대에는 195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
고, 1956년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설립되는 등 5개 업체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0년대 22개, 1980년대 33개의 사업협회가 설립되는 데 그친 데
반해 1990년대 사업협회의 설립은 급격히 증가한다. 한국의 민주화가 이
루어지고 신자유주의적 시각이 산업에서 전개되는 1990년대에 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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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협회들은 공업발전법의 폐지와 산업발전법이 제정되는 1990년
대 말 이후 2000년대 들어 배수의 규모로 협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협회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1980
년대까지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의 협회들이 설립되고 있는 데 반해
1990년대 이후는 기존 사업협회에서 분화된 사업협회들이 새롭게 생겨나
고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협회와 직업단체들을 살펴보겠다. 보건
복지부는 이들을 소관부서15)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6
년 4월을 기준으로 316개의 사단법인과 30개의 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
다. 그들 중 연구자의 판단하에 본 연구와 거리가 있는 단체들을 제외하
였다.16)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업협회와 직업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81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7 참조).
특히,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보건업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단체도 다
수 존재하고 있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 산하 사업협회 중
가장 오래된 단체는 1949년 설립된 ‘대한화장품협회’였다. 1950년대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조산협회’, ‘대
한의사협회’ 등 10개의 단체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한국의약품도
매협회’, ‘대한접골사협회’ 등 9개 단체, 1970년대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
합회, 대한안마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설립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협회와 직업단체 중 전문직업인들의 단체인 한국
사회복지사협회(761,742명)가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다음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521,440명)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십만명대 회원을 보유한 협회들은 대한간호협회(134,959명), 대한

15) 보건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건강보
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의 4실 4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6) 우리나라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보고자 하기에 사회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국민 삶의 질만을 목표로 하는 봉사, 연구단체들은 연구 대상이
아니다. 성격이 명백하게 회원과 국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단체, 봉사활동
단체, 사회공헌 단체, 연구단체 등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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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보건복지부 소관 연도별 사업협회 설립 현황
설립연도
1940년대

설립단체 수

주요 단체

1개

- 대한화장품협회

1950년대

10개

-

1960년대

9개

1970년대

10개

- 대한안마사협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980년대

12개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1990년대

11개

- 대한위생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2000년대

17개

- 대한치과병원협회
- 대한한약산업협회
- 대한실버산업협회

11개

-

2010년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병원협회

- 대한접골사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헬스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자료 : 보건복지부(2016)의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의사협회(101,000명)로 조사되었다. 이하 자세한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규
모는 <표 2-8>에 나타나 있다. <표 2-8>을 보면 회원수와 직원수가 비
례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협회의 수익구조와 회원
의 경제적 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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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단체
명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한약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장례업협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약사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구)한국노인복지개인시설협회

회원수
761,742
521,440
134,959
101,000
64,009
43,000
34,000
29,554
27,317
26,976
25,843
22,000
21,619
21,376
20,634
20,219
20,000
20,000
19,000
17,000
16,256
15,000
15,000
14,440
12,375
8,381
8,134
7,441
6,352
5,700
5,339
5,000
3,280
3,200
3,037
2,705
2,200
1,958
1,923

직원수
34
5
45
130
12
4
4
27
6
53
4
5
5
4
3
4
7
6
5
12
48
44
1
4
4
6
21
4
9
7
3
2
2
2
8
3
61
2
1

1,838

3

허가연도
1949
1952
1952
1953
1955
1955
1956
1957
1957
1958
1959
1963
1964
1964
1965
1965
1966
1966
1966
1969
197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7
1982
1982
1982
1983
1983
1984
1984
1984
1985
198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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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의 계속
명칭
회원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350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1,207
대한약업사협회
1,100
대한한약협회
1,052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956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821
한국노인복지중앙회
812
한국의약품도매협회
804
한국영양학회
800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790
대한여자치과의사회
416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363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355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350
한국한약유통협회
245
한국제약협회
205
대한한방병원협회
203
대한화장품협회
18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164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61
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
145
한국시니어클럽협회
109
대한여한의사회
105
한국치과경영정보협의회
104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100
대한심폐소생협회
95
한국한약산업협회
84
정신의료기관협회
75
대한치과병원협회
68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62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58
대한실버산업협회
53
한국의료수출협회
47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37
한국국제의료협회
36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34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32
한국침구사협회
26
한국사회서비스산업협회
21
한국u헬스협회
16
대한접골사협회
14
자료 : 보건복지부(2016)의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직원수
1
2
1
3
3
2
7
10
4
4
3
88
2
2
29
5
14
12
1
3
3
2
1
4
5
3
2
2
1
3
5
4
6
3
34
13
3
1

허가연도
1988
1989
1991
1993
1993
1995
1995
1996
1996
1998
1998
1999
2000
2000
2000
2000
2001
2001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6
2007
2009
2009
2009
2010
2010
2010
2010
2011
2012
2013
2013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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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협회의 거버넌스와 정책행위공간

1. 사업협회와 거버넌스
한국의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성격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조합
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김의영, 2002; 김준기, 2003; 사공영
호․강휘원, 2001).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사업협회 거버넌스가 국가조합
주의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주로 내리고 있으나, 거
버넌스의 변화와 내외생적 변화에 따라 사업협회의 거버넌스 변화를 통
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부상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사공영호․강휘원(2001)은 협회 - 국가관계가 단체의 조직방식이나 정
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볼 때,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
명하고 있다. 한국의 사업자단체는 정부기관화 되면서도 이익집단의 역
할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중심의 통제적 정책시스템에 순응하고
정책집행에 협력한 대가로 정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정책적 요구들을 정
부가 수용하게 되는 조합주의 이익대표체제의 모양 속에서 정책결과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공생의 늪’에 빠지거나 사업자단체가
오히려 정부를 지배하는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대
상으로 선정한 155개 사업자단체17)이다. 당시 분석 대상은 규제대상이
될 만큼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정부
와 사업자단체 간의 유착관계 심화와 정책의 공정성 훼손, 사업자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 질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등으로 사업자단
17) 이들 단체들을 소관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43개, 산업자원부 40개, 건설교통
부 32개, 문화관광부 25개 등이며,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변호사법 등 개별
자격사법에 근거한 단체 수가 27개, 건설업법 등 개별산업관련법에 근거한 단체
수가 42개, 공업발전법 등 다수 산업 관련법에 근거한 단체가 86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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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독점적 형태의 발전은 제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좀 더 큰 그림
에서 사업자단체의 발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준기(2003)의 연구는 사업자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부처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뒤에 다루고 있는 한국 사업협회
사례분석 대상인 SW협회와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
차산업협동조합이 모두 산업자원부의 전․현 산하단체라는 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하여 각종 정부규제를 분석하여 정부가 사업자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공
식적 수단에 대하여 검증하였고, 산자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각 사업자
단체의 산업정책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수법인, 지정
사업자단체, 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단체 유형별로 산자부 정책집행과 정
부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는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는 정부우월의
비대칭관계로 나타났으며 수평적인 협력관계이기보다는 융자 및 지원사
업 등을 통한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관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정부와 사업협회의 상호이해관계에 의해 정부는
사업협회에 지원정책을 위탁하고 사업협회는 이를 수행해 오며, 정책행
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업협회는 이러한 사업
수행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산업을 대표하며 회원
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같이 우리나라 사업협회의 발전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업자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개
발과정에서 정부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
한 단체들도 적지 않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 사업협회의 설립과 발전
은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정책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권장되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협회의 설립을 유도
하고 사업협회의 활동을 감독, 통제하며 정부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기제
로 사업자단체를 육성하였다. 이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정부통제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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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추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볼 때도 타당한 논리
로 받아들여진다(A산업협회 인터뷰).
“과거에는 협단체 중심으로 해서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 법적인 지위를 주고
준 조세형태로 회비를 내게 하거나, 인허가권을 협단체에게 주면서 하려고 했
던 것 같아요.” (A산업협회 인터뷰)

한국에서 정부와 사업협회의 관계가 국가조합주의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산
업화 과정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수단이 부족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풀뿌리 조직인 사업협회를 정책집행과정에서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가 자신이 소화할 수 없는 업무를 협회를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 협회는 정부의 통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부
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정부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산업발
전을 꾀할 때 사업자단체를 통한 재원의 배분은 파편화되지 않는 효과적
인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개별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사업협회를
통제함으로써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산
업발전 역사를 통해 고찰해 보면, 국가조합주의 관점에서 정부와 사업자
단체를 바라보는 것은 거래비용의 측면과 산업통제의 차원에서 적절한
해석이다.
한편, O'Donnell(1997)은 국가조합주의에서 사업협회의 경우 국가주의
적(static)인 면과 더불어 사적(privatist)인 면이 존재함을 강조한 바 있
다. 그는 국가조합주의가 국가의 재화에 대한 통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민간부문의 국가로의 접근(advance)을 포함하며, 국가와 이익집단
이 서로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미래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상호침투적 관계를 지닐 수 있음을 지적했
다. 그 결과 조합주의는 정적인 현상이 아니며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일국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의영(1998)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업협회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자단체와 정책변화의 정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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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합주의 거버넌스 속에서도 사업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환경에서
분산된 업계의 이익을 집결하고 조정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업계의
집단행동을 조직하여 산업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국가와 사업협회의 구조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
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여지를 탐색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협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나아
가 환경과 구조의 제약에 처해 있는 사업협회라 할지라도 주체의 전략적
선택이나, 자원 흐름의 변화 등의 내외생적 변화에 의해 노동시장행위자
로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확대, 인력의 미스매치 등을 해
결해나갈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협회의 공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조합주의 논의에서 발전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거버넌
스의 차이와 발전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국가체제와 경제발전을 연관
시켜 이를 구성하는 주체와 그들의 역할,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경과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변화해 왔고 그 속
에서 주체의 역할은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정적인 상태에
주목하기보다 제도를 생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들에 주목하여 노동
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에 주목할 것이다.

2. 사업협회의 노동시장 정책행위를 위한 새로운 공간 -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ISC)
한국에서 최근 발족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 이하 ISC)는 산업별로 협․단체(사업주 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모여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 등의 핵심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수
급 미스매치 등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ISC는 2014년 9월 직
업능력혁신 3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2015년 NCS 분류체계에 따
라 산업별로 정보기술, 기계, 디자인, 조선 등 13개의 ISC를 구성하였고,
2016년 9월 건설, 상담 등 4개의 ISC를 신규로 구성하여 총 17개의 IS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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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협회가 개별적으로 혹은 연합을 이루어 정부
에 대한 정책행위를 해오기는 하였으나, 전산업에 있어 체계적인 틀을 가
지고 사업협회와 기업, 노동계까지 포괄하는 조직을 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에 NCS와 ISC는 산업․업종별 단체에 새로운 자극이며 자
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ISC는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형식적 실체
에 비해 구체적 활동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현재, 구체적인 ISC명과
산업범위, 참여기관 및 기업은 <표 2-9>와 같다. ISC의 구성형태만 본다
면 이는 우리나라에서 요원하다고 여겨졌던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과 일
맥상통하여 노사관계의 재편에 있어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ISC의 실제 운영모습을 통해 다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ISC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관계공단 담당자와의 인
터뷰와 관련 문서를 통해 현재 ISC의 구성 방식과 운영,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업협회들은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으
로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제를 가지고 임하는 것
이 어려운 현실이다. ISC의 구성은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산업계, 기업, 노
동계가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자발적이지만은
않다. 예컨대, 자동차 ISC의 경우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자동차튜닝
산업협회가 대표기관으로 자동차 ISC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
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나
자동차산업협회 등을 찾아가서 대표기관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
였다(협회 관계자 N씨 인터뷰).
산업인력공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사업협회와 기업이 주요
한 구성원이었지만 지금은 근로자단체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는 사업협회나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계의 현
황을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고, 사업협회와 근로자 단체 간 관점의 차
이로 노사단체가 긴밀하게 협조, 협의하는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상
태이다. 노동계의 참여는 거의 한국노총 산하 연맹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
며, 디자인․문화콘텐츠 ISC와 음식서비스 ISC는 노동계 참여단체가 현
재 없는 상태이다. 이는 두 산업의 특성상 특정 노동단체가 산업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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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고, 포괄하는 노동단체의 결성 자체가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이
다. 반면, 전기․에너지․자원 ISC의 경우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를 ISC
내의 사업으로 진행할 정도로 진전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라는 산업특성으로 노동계 측의 결집된 역량과 참여의지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련은 산업계에서도 참여를 요구하여 건설
ISC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M씨 인터뷰).
ISC의 실제 운영의 모습은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ISC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산업에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주
도로 구성되었다. ISC는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ISC
라는 명칭이 적시되어 있는 법령은 없고, 이에 ISC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
지는 않은 한계가 있다. ISC의 실제 운영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표단체의 추진의지와 역량이다. ISC 운영에서 2015년 우수성과 ISC로
선발된 정보기술․사업관리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SW협
회)가 대표기관인데 SW협회는 장기적 안목에서 NCS와 직업능력체계를
통일성 있게 가져가며 기존에 해오던 통계사업인 기술자 등급제와 노임
단가까지 NCS 역량 분류체계에 맞게 개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W
협회의 사례는 아래 사례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이 밖에
몇몇 ISC의 운영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경영․회계․사무 ISC는 2015년
우수 ISC에 선정되었다. 경영․회계․사무 ISC는 산업에 따른 분류가 아
닌 직무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ISC가 NCS 분류체계에 맞추어 구성되
어 발생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회계․사무 ISC는 인력양
성 표준과 체계를 구축하며 산업수요를 맞추어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 이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포괄적 대표기관과 NCS 중분류에 따른 각
각의 단체를 고루 참여시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관계자 M씨
인터뷰). 섬유제조․패션 ISC의 경우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이다. 섬유부문은 3D업종으로 분류되어 필요인력에 비해 국내에서 근로
자를 구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쿼터제가 적용되어 필요
한 근로자 수를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
다는 산업 측의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에 노사가 함께 채용과 교육훈련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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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ISC의 경우 산업 내 고령화가 나타나고 산업이 하향세로 접어듦
에 따라 산업 차원의 전직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표단체인 한국
철강협회가 선두로 여타 사업협회들이 참여하여 전직서비스를 재료 ISC
에서 추진하고 있다.
<표 2-9> 2016년 현재 ISC 현황
ISC명
(대표기관)

산업범위
(NCS 중분류)

참여기관 및 기업

① 정보기술․
(산업계) IT비지니스진흥협회, 한국프로젝트경
사업관리
영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3
(한국소프트 정보기술, 사업관리
개
웨어산업협
(기업) 삼성SDS, LG CNS, SK C&C 등 20개
회)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② 경영․회계․
사무
(대한상공회
의소)

기획사무, 총무․인 (산업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직
사,
업훈련총연합회 등 6개
재무․회계, 생산․ (기업) 현대해상, 대한지적공사 등 13개
품질관리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련 협의 중

③ 금융․보험
(한국금융 금융, 보험
투자협회)

(산업계)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저축
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개
(기업) 신한은행, 삼성생명보험 등 7개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련

④ 상담(전국
고용서비스
상담
협회)
* 2016년 신규

(산업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직업상담
협회, 대한직업상담사회 등 17개
(기업) (주)남부이에스, (주)선우고용서비스,
(주)커리어코칭연구소 등 8개
(노동계) 한국노총 직업상담원노동조합

(산업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생활산업디자
⑤ 디자인․문
인기업협회,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등
화콘텐츠
9개
디자인, 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
(기업) 한글과컴퓨터, 에넥스, 에스에이피코리아,
진흥원)
(주)미디어포스 얼라이언스 등 25개
(노동계) 한국노총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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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의 계속
ISC명
산업범위
(대표기관)
(NCS 중분류)
⑥ 관광․레저
( 한국호텔
전문경영인 관광․레저
협회)
* 2016년 신규

참여기관 및 기업
(산업계) (사)한국MICE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등 6개
(기업) 코엑스, (주)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이비스앰배서더명동호텔 등 5개
(노동계)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산업계) 한국소뮬리에협회, 한국외식산업정책
⑦ 음식서비스
학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등 10개
(한국외식업
식음료조리․서비스 (기업) (주)CJ푸드빌, (주)삼립식품, 교촌에프
중앙회)
엔비(주), (주)서한사 등 18개
* 2016년 신규
(노동계) 한국노총 협의 중
⑧ 건설(건설
근로자공제
건축
회)
* 2016년 신규

(산업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재)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등 3개
(기업) (주)대우건설, 이화공영(주), (주)한스아
이디, 예창건설(주) 등 12개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련, 민주노
총 전국건설산업노련 등 2개

⑨ 조선․해양
(한국조선
해양자원, 조선
해양플랜트
협회)

(산업계)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
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플랜트
전문기업협회 등 9개
(기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11개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기계설계, 기계가공 (산업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개
⑩ 기계(한국
기계조립․관리,
(기업) 현대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덕
기계산업진
기계품질관리,
일산업, 하이젠모터 등 12개
흥회)
기계장치설치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⑪ 뿌리(금형․
(산업계)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한국용접공업협동
금속가공․
금형, 금속재료
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등 12개
표면처리․
(금속가공․표면처리․ (기업) (주)건우정공, 재영솔루텍(주), (주)삼우
용접)
용접)
금형, (주)한국정밀 등 24개
(한국금형공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업협동조합)
(산업계) 한국세라믹연합회, 대한내화물공업협
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비철금
⑫ 재료(한국
속협회 등 10개
금속재료, 요업재료
철강협회)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세아제강, 한국내화 등 15개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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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의 계속
ISC명
(대표기관)

산업범위
(NCS 중분류)

참여기관 및 기업

(산업계)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플라스틱공업
화학물질․화학공정
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⑬ 화학(한국 관리, 석유 기초화합
3개
정밀화학산 물 제조, 정밀화학제
(기업) (주)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업진흥회) 품 제조, 플라스틱제
명문제약, 한국백신 19개
품 제조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협의 중
⑭ 섬유제조․
패션
섬유제조, 패션
( 한국섬유
산업연합회)

(산업계)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
섬유개발연구원, 한국화섬협회 등 5개
(기업) 패션그룹형지(주), (주)경방, (주)위비스,
세아상역, 한세실업 등 9개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련

(산업계)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
⑮ 전기․에너
국BEMS협회, 한국광업협회 등 12개
지․자원
(기업) (주)조일이씨에스, 정원전설(주), 유니슨
전기, 에너지․자원
(한국전기
(주), (주)광명전기 등 15개
공사협회)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련, 한국노
총 전국금속노련 등 2개
(산업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
⑯ 전자(한국
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등 5개
전자정보통 전자기기 일반, 전
(기업) (주)썬텔, 국제엘렉트릭 코리아(주),
신산업진흥 자기기 개발
(주)에스에프에이, 등 11개
회)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산업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
⑰ 방송․통신
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방
기술(한국
송기술인연합회 등 13개
방송기술, 통신기술
정보방송
(기업) KT, SKT, LGU+, KBS, MBC, SBS,
통신대연합)
네이버, 카카오 등 9개
(노동계)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자료 : 산업인력공단(2016: 10-11).

ISC는 몇 가지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과 관계지어 사
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ISC는 운
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고 산업 내 인적자원에 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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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과 산업대표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 ISC와 사업협회의 교류는 산업 내 난립한 사업협회들이 정리되고 산
업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ISC에 참여한 업
체들이 산업을 장악하여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소수의
ISC 참여 협회가 산업 전반의 발전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ISC는 산업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한다. 각 ISC마다 산업별로 신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
서의 동향 파악 및 인력수급 현황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장형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산업인력현황 보고서’를 발간 배포한다. 이는 ISC 활동을 통해
산업 내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표단체로서 사업협회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ISC는 NCS 개발․보완 및 확산
기능 및 NCS 기반자격 개발․보완기능을 담당한다. ISC는 NCS 분류체
계에 따라 산업별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사실상 ISC의 구성도 NCS의 개
발과 확산을 위한 도구적 역할로 이루어진 의미가 커, ISC의 여러 기능
중 NCS 사업에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관계 공단 ISC 담당자
인터뷰). NCS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별 공통된 인식과 기준의 공유
가 먼저임을 ISC 운영 주체들이 인식하고 NCS와 ISC 간의 명확한 관계
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ISC는 일․학습병행제 운영참
여를 담당하고 있다. ISC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발굴․선정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컨설팅하여 NCS 능력단위의 일․학습병행제
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ISC는 영국과 호주의 모델을
가져왔는데 이들 나라에서 ISC는 NCS를 개발하는 사업실행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산업별 노사관계 발달이 매우 미진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ISC가 사업만을 실행하는 것은 산업 수요와 정부정책이 괴리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만의 ISC 역할과 그 속에서 사업협회의 역할
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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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협회와 직업단체의 노동시장 정책행위 :
사례분석

제3절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현재 한국의 사업협회들과 직업단
체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성취와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한다.

1. 사례분석 개관
가. 분석대상과 자료
여기에서 분석할 사례는 크게 산업협회와 직업단체로 나뉘어진다. 산
업협회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한국자동
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단체로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를 선정하였다.
이들 대상들의 선정과정에서 엄밀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자가 유관 주제의 노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협회들에 관한 정보, 해당사업부문의 노동시장의 상황,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영역에서 반드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관들 등이 주요한
선택의 준거였다. 더불어 일부 협회의 경우 이전 인터뷰를 통해 다음 협
회가 흥미로울 수 있고 자신들과 유사하거나 대조를 이룬다고 하는 식의
정보를 얻어 접근을 하기도 했다(이른바 ‘눈덩이 표집’의 방식).
한편, 사례분석에는 주로 인터뷰 자료와 문헌자료를 활용했다. 인터뷰
는 각 사례당 1명의 기관 내 상급 실무자들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진행
양상은 <표 2-10>에 제시하였으며, 대체로 앞서 1장에서 제시한 대로 사
전에 구축한 질문지를 제공하고 약 1～2시간가량 진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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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사례연구 인터뷰 실시
사례

피면접인

면접일

장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협회)

P씨

2016. 5. 18

KLI 서울 사무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H씨

2016. 9. 30

전자회관 회의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K1씨

2016. 9. 23

KAMA 인근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
(KAICA)

N씨

2016. 9. 29

KAICA 회의실

한국미용사회중앙회

S씨

2016. 6. 14

한국미용사회중앙
회 회의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K2씨

2016. 6. 14

한국요양보호사협
회 사무실

자료 : 필자 작성.

그 밖의 문헌자료는 각 협회에서 제공한 문서를 1차자료를 주로 활용하
였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문서 검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언론에 소개된 해당협회의 활동양상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나. 분석틀의 구축 :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로의 역할 규정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로서 사업협회를 상정하면서 그들
의 정책행위공간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그들의 노동시장
행위자로서의 역할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사고를 돕기 위해 여기에서는 이후 수행할 다양한 사례분석들
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분석틀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로 하나의 협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크게 보아 해당업종의 사업적 특성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환경적 측
면을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협회와의 관계설정, 즉 제도에 기반
하여 구축되어진 관계성의 역사적 측면을 보아야 하고, 그에 더하여 정부
의 의지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의 현재적 관계의 측면이 일정하게 외적 규
정요인으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최근의 NCS 및 ISC에의 참여기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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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석틀 : 한국 협회의 노동시장 행위 공간과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성
격 표출

자료 : 필자 작성.

장과 정부의 유인은 중요한 배경이다. 여기에 더하여 협회 내적으로 노동
시장행위자로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지니고 있고 역량을 배분
하는지가 작용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사업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공간이 형성되어지며,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개입을 하고 특히 정부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
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성격규정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협회의 노동
시장행위자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협회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모습은 찾기 어려운 상태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특히 협회와 정부와의 관계성이 매우 큰 변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협회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
하고 정책의 실행을 이끌어 가느냐가 주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중심에
놓고 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3가지로 구별될 수 있
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크게 보아 미온적이나마 정부와 적극적인 파
트너십을 이루는 경우이다. 둘째는 정부가 방관하고 방치하는 관계이다.
셋째는 더욱 더 부정적으로 정부로부터 배제되고 통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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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 노동시장 상황 개관
한국 SW산업 인력은 201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약 1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SW산업은 창
의적인 인력이 산업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
이 경쟁력 증진을 위해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SW 협회 P씨). 최근
SW산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이다.
이러한 SW산업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본고에서 사례로 선정하여 다
루려 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SW협회’)는 무엇보다도 인재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회는 스스로를 SW산업의 인
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산업
내 인력문제는 산업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 SW협회가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가
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지식적 노하우 경험이 중요
하여 사람 그자체가 하나의 원가입니다. … 인력문제는 산업이슈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이 함께 가야만 실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협단체를 딱 끊어놔 버리면 산업을 키우는 사람이 따로 사람을 키
우는 사람이 따로가 되어 이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꾸로
가게 되겠죠.” (SW협회 P씨)

SW산업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 부족과 인력 미스매치는 산업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 P씨에 의하면, SW산업의
인력문제는 자원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
성과 채용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과 실업률 해소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바, 그것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육성하여 기업이 능동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SW협회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역할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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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W산업 내에는 결집된 노동조합 연맹이나 노조를 찾아보긴 어
려우며, 2003년에서야 민주노총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설립
되었으나, 활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W산업이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
며, 프로젝트성 기반 업무로 근속기간도 길지 않으며, 산업 평균연령도
낮아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나. 협회의 역사와 현황
SW협회는 1988년 4월 8일 창립되었다. 최초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
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1996년 6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전환되었고, 2000년 7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
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간 SW협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산업을 대표하며, 정부에서 위임한
업무를 공신력 있게 처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산업진흥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 산업을 대표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업을 상대를 해야 하니까. 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모를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체계상에서 그런 사업주의 단체들, 산업
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거죠. 법적단체에 있
어서 법적으로 설립할 때 근거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때 정
부사업을 위탁해서 받는 경우는 있어요, 실제 실행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고 정부입장으로 봐서도 다른 단체보다는 법적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편하죠, 다른 조그만 협단체와 얘기하면, 조금
만 잘못하면 이권단체에 휘둘린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법적인 지
위가 있으니까 조금은 자유롭죠.” (SW협회 P씨)

협회의 목적은 SW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SW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두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산업발전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업무역할이 협회의 역할로서 …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 일반 협단체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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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중심으로 일을 하면 되요. 우리 협회가 다른 건지 … 꼭 다르다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은데 … 어쨌든 … 우리는 꼭 회원사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원사가 아니어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안해 줄 수가
없어요. 회비를 내는 사람이 아까울 수 있죠. 회비를 안내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단
체 내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여 뛸 수 있는 그런 조직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SW협회 P씨)

SW협회는 1,366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비는 월 3만～12만
원으로 차등되어 있는데, 지방소재기업인지 여부, 여성 CEO 여부, 자본
금 및 매출이 기준으로 다르다(SW협회 브로슈어). 협회에의 가입요건은
SW 개발 및 정보처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SW에 관
심 있는 모든 법인 및 개인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SW협회의 임원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의 회비를 부담하고 총 SW협회의 회비는 월
8억 원 정도 된다(표 2-11 참조).
<표 2-1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입비 및 회비
자본금 분류

가입비

월회비

1억 원 미만

300,000

50,000

1억 원～
3억 원 미만

300,000

80,000

3억 원～
30억 원 미만

500,000

100,000

30억 원 이상

1,000,000

120,000

회비감면
- 지방기업 50% 감면
- 여성단독 CEO 기업 30% 감면
- 설립 1년 미만 기업, 월회비 12개월
면제
- 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기업(자본
금 무관), 연회비 12만 원 할인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브로슈어」.

SW협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국은 회장과 부회장 아
래 산업정책실, 인재계발실, 산업지원실의 3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별
도의 위원회/협의회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협력담당, 제도부문, 국
제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표 2-12 참조). SW협회의 상근 직원은 80여
명이다. 그 가운데 특히 인재계발실은 SW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과 가장 직접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3개 실 중에 하나
로 그 역할이 조직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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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직도

자료 : SW협회 홈페이지.

SW협회는 1988년 설립 당시 회원사는 63개였으나 2016년 기준 1,300
여개로 30년간 20배 정도 증가하였다. SW협회는 1994년 기획재정부로부
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법정단체 지정 직후인 1996년 7
월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업무 전담기관(미래창조과학부)으로 지정
되었다. 1997년 7월에는 통계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통계법 제4조). 이후 2008년 12월에는 SW기술자 경력관리기
관(미래창조과학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SW인적자원개
발협의체(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되었다.
SW협회의 주요 사업은 SW산업관련 법, 제도, 정책 연구 및 개선 건
의, 건강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SW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 SW 해외진출 밎 국제협력 지원활동, SW 인력양성 및 채용지
원활동, 국내 SW 시장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활동, 정부 위탁/지정민원
서비스 등을 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업무내용은 <표 2-13>과 같다.

60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표 2-1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요 업무
․분리발주활성화 방안, IT서비스전문기업육성방안, 표
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등 정부의 각종 정책 연구사
업 수행
․불공정 하도급 개선 연구, 수발주제도 개선 연구,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연구 등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 추진

1. SW산업
관련 법, 제 정책 연구
도, 정책 연
구 및 개선
건의
업계 의견 수렴 SW산업 주요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정부와 기업
및 정책 건의
간 간담회 주관

민관합동 SW 모
SW모니터링단에서 SW산업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
2. 건강한
니터링단 운영민
개선사항을 제보받아 처리
SW 생태계 관합동
조성을 위한
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하도급
활동
위원회 운영
거래 시 발생되는 분쟁을 접수, 조정하는 역할 수행
․협회가 발표하는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 기획재
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시스템
SW사업대가 가 구축/운영 지침에서 사업 예산 수립 등의 기준으로
이드라인 운영
채택
․발주자들을 위한 SW사업 대가 가이드라인 활용
교육 시행
3. SW의 정당
․통계법에 의거 SW기술자의 임금실태를 조사 발
SW기술자 임금
한 가치를
표-이 조사 결과는 투입 인력에 의한 사업 대가
실태조사 및 공표
인정받기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위한 활동
발주기관/기업의
․기획재정부에 원가계산 기관으로 등록-100여 개의
SW사업 원가산
기관/기업이 SW협회의 원가계산 서비스 이용
정 업무 대행
SW사업대가 산
․SW 사업 제안 시 견적 금액 산출을 위한 기능점수
정을 위한 전문
방식의 사업대가 산정 실무 교육 실시
가 교육 실시
4. SW기업의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인도 등 네 개 지역을
전략 국가별 수
해외 진출
타깃으로 각각의 협의체가 활동 중 - 참여 기업
출 기업 협의체
및 국제 협
간 정보 교류 및 해외 파트너 발굴 활동 활발히
운영
력지원활동
전개
5. SW인력 양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SW 개발자의 역량 강화를
SW인력 역량강
성 및 채용
SW사업대가 기준교육(공공/민간) 등 다양한 교육
화
지원 활동
과정을 발굴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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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의 계속
- 각종 세미 ․분야별 시장전망, 지식경영&협업솔루션, 정보보호,
나/컨퍼런 품질/테스트관리 등 SW산업 및 솔루션 분야별 컨
스 개최
퍼런스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
- 전문 중소
SW기업
포럼
6. 국내 SW
시장 활성 화 및 마
케팅 지원
활동

․SW 전문분야에 특화된 우수한 솔루션과 노하우를
보유한 분야별 전문 중소SW기업들의 포럼 운영을
지원하여 국내수주 경쟁구조를 혁신하고, 중소SW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 분야 ․KM&ECM, 모바일융합, 정보보호, PMO, 테스팅 등
별 분과 협 다양한 분야, 업무 등으로 분류된 협회 회원 분과협
의회 활동 의회에 참여하여 업계 정보 공유, 친목 도모 및 공
지원
동사업 발굴 등의 활동을 지원, 운영

- SW기업 경 ․국내 SW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쟁력 대상 SW분야별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하
시상
여 시상
- 공공SW수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패키지SW구매 정보 및
요예보 조 SW개발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SW기업의 마케팅
사
활동을 지원
SW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
7. 정부 위탁/ - SW사업자
상으로 SW사업자의 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실적 증명
지정 민원 신고 제도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SW산업진흥법
서비스
운영
제24조에 따라 제도 운영
자료 : SW협회 브로슈어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

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SW협회의 양상
SW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활동은 주로 인재계발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재계발실은 인력수급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미션으로 인재가
모이는 SW환경 조성, 인재 육성 기준 마련 및 보급․확산, 직무능력 중
심 인력수급․인사관리 체계 구축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SW
협회 인재계발실의 구체적인 비전은 우리나라 협단체 중에서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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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재계발실 조직가치도

자료 : SW협회 홈페이지.

SW협회 인재계발실은 SW산업에서 인재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인재계발실 실장을 2016년 8월 임원 직급인 상무로 승격시켜 대내외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재계발실은 인재기획팀, 역량개발팀, 인재양성팀
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은 구체적인 업무분담하에 <표
2-14>와 같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SW협회 인재계발실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다. 그것은 크게 국가직무능력체계(NCS)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활동, IT산업역량체계(ITSQF : IT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SW기술자신고제도와 NCS 기반 신경력관리시스템으로의 변화, 그
리고 인력양성사업 등 네 가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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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SW협회 인재계발실 팀별 주요 사업

자료 : SW협회 홈페이지.

1) 국가직무능력체계(NCS)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활동
SW협회는 NCS 분류체계 중 정보통신(대분류)-정보기술(중분류) 분
야에서 2014년 전면개정 과정부터 참여하여 2015년에는 독자적으로 신
규개발 2건과 보완개발 3건을 수행하였다. SW협회는 NCS 개발에 참
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추천권한도 가지고 있다. SW협회가 NCS에 적
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후 산업별 직무능력체계 정착에서 밑바탕이
되고 있다.
나아가 SW협회는 정보기술․사업관리 ISC의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SW협회는 정보기술․사업관리 ISC의 대표단체로서 1) 인력수급
조사를 통해 산업동향과 현장의 인재수요,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 2) 국가
직무능력의 개발․보완․확산 3) 신직업자격을 개발하고 NSC 적용을
통한 재구성 및 보완 4) 일․학습 병행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표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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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정보기술․사업관리 ISC 주요 사업
인력수급 현황파악

정보기술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파악 및 분석 -> 기초자료
활용

NCS 신직업자격
개발/보완

NCS 적용 문제점 분석 및 개발․보완 진행, NCS와 신직
업자격 간의 매칭을 통한 신직업자격 경력경로모형(CDP)
보완

IT산업 역량체계
(ITSQF)연구

산업현장에서 능력중심의 인력수급 및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통용성 있는 역량인정체계 구축

현장 적용 및 확산
체계 마련

일․학습병행제․ITSQF 등을 통한 NCS․신자격 산업현
장 적용 및 확산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16).

이러한 SW협회의 NCS와 ISC 활동은 SW협회가 전문인력 양성과 인
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 내 직무능력체계를 갖추는 데 자원으
로 활용되고 있다. SW협회는 노동시장행위자로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
던 SW기술자신고제도와 SW평균임금 통계 등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
하고 있는 NCS 체제를 산업요구에 맞게 결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IT산업역량체계의 수립, SW기술자경력신고제도 개
편 등으로 후술한다.
그러나, SW협회가 ISC 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SW협회의 대표단체로서의 적극적 역할이 정보기술․사업관리 산업 전
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SW협회
인터뷰를 통해 ISC 내에서의 대표단체와 참여단체의 조직자원과 역량의
차이로 인해 산업 전체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포착하였다.
“ISC와 관련하여 현재 고민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모아놓고 나
니까 … 뭔가 다른 협단체에게 먹고 살게? 무엇인가를 줘야 해요. … 그런데 예
를 들어 기업 컨설팅을 한다거나 … 일․학습 병행제 등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자격도 NCS의 직무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조직이 없어요 관리만 해
요.” (SW협회 P씨)

또한 SW협회가 정보기술․사업관리 ISC 노동계 참여 단체인 한국노
총 전국 IT사무서비스노련과 많은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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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SW협회가 ISC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재 SW협회 내 하나의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참여하는 형국이다.
SW협회가 안정적으로 ISC 사업에 참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ISC
구조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과 조직 지속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자위에서는 …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인자위에서
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수요를 발굴해 내고
그것에 맡게 필요조건을 구성해 내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거나 지원해주고,
나온 인원들을 공급해주는 … 그러한 인력에 관한 순환체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사업으로만 딱 떨어지면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사업이 날라가거나 재무적인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그 역할
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전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조직적 전문
성을 가질려 하면, 조직에 오는 사람이 고용안정이 되야 하잖아요. 사업이 안
정되지 않은 조직에 고용안정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
어요.” (SW협회 P씨)

2) IT산업역량체계(ITSQF : IT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SW협회는 궁극적으로는 IT산업역량체계(ITSQF : IT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여 IT산업의 자격, 교육훈련, 경력 학력을
NCS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
고자 한다.
ITSQF는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직종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역량
평가를 시행한다. ITSQF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은 NCS 기반 자격과
교육훈련의 평가요소와 경력과 학력의 평가요소를 통합하여 이를 토대로
SW 기술자의 산업범위의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ITSQF
를 기반으로 SW기술자 신고제와 연계시켜 사업대가에 반영하고 채용연
계 플랫폼까지 시스템화 하고자 한다(표 2-16 참조).
특히 ITSQF는 역량평가 기준단위로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고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12개 직종 분류를 도출하였다. 이에 ITSQF는 NCS의
정착과 SW산업의 인력관련 제도들과의 균형 있는 성숙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의미가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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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ITSQF 활용

자료 : SW협회 브로슈어.

SW협회 관계자 P씨에 따르면, ITSQF가 시장에 자리잡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SW협회는 현재 SW 인력문제의 최선의 해결책
은 ITSQF이며, ITSQF의 정착을 위하여 NCS 기반 인사관리체제와 관련
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ITSQF는 SW노동시장에서
직무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신력 있는 SW
협회에서 생산해내고 이를 통해 직무중심의 횡단적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SW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유로운 인력이동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SW협회는 기존에 SW개발자 등급제를 수행해 왔고,
기술자 경력제도를 통해 시장상황의 정보를 다른 어떤 단체보다 풍부하
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SW협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ITSQF를 추진
할 가장 적합한 단체라는 것이 P씨의 주장이다.
SW협회는 2016년 5～7월까지 ITSQF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
데, 이를 통해 자격과 학력, 교육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기술자
경력관리와 연계하여 ITSQF 역량수준진단방법을 개발하고 사업대가까
지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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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F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이 증명이 되면 이것을 기업이 고객에게 자기
제품의 가격을 높임에 있어서 그 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거나, 가
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SW협회 P씨)
“‘저는 일등급 한우를 가지고 요리했어요’가 가능한 거죠. 1등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시장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시장에서 역량이 객관화가 공
표될 수 있어야 해요.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SW협회 P씨)

SW산업에서 ITSQF가 정착된다면 SW산업에서 제값주기 문화가 확
산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 근로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산업정책인 것이고, 산업정책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를 줄여야 하고 제값
주기를 얘기하는데 결국 제값주기의 시작은 그 기업의 경쟁력의 우위적 요소
를 시장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중략) … 돈을 더 많
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에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 것
이고, 정부에서도 서비스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원 부자재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 좋은 원부자재를 노동시장
에서 사야 합니다. 이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러한 것이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SW협회 P씨)

3) SW기술자신고제도와 NCS 기반 신경력관리시스템으로의 변화
SW기술자신고제18)란 2008년 시작되어 2012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
영되고 있는 제도로 SW기술자가 본인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3
항과 시행규칙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SW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경력사항을 증명서로
발급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
폐업․이전․양도/수․합병으로 인한 경력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
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자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종
18)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임춘성 외(2014)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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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소속 기술자의 경력 증명 자료로도 활
용된다. 그와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리적인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SW기술자신고제에서는 SW기술경력인정분야(SI, 패키지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수행업무(직무분류, 직종, 세부직무),
SW사업체 근무여부(SW사업체 또는 일반업체 전산실 경력), 경력인정
비율 및 조건, 자격인정 사항 등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한다. SW기술분야
전공, SW기술분야 인정 국가자격증, 30일 이상 SW관련분야에서 근무,
기술경력 중 하나의 경력사항 신고는 필수이다. 이후 추가적으로 승인받
은 경력 등 추가적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약 14만 명 정도의 기술자가 이 제도 하에서 등
록된 상태이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한 경력인정 비율 및 경력인정 조건은
다음 <표 2-17>과 같다.
<표 2-17> 경력인정 비율 및 경력인정 조건
비율

경력인정조건

100%

․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
- SW기업의 SW사업분야에서 근무한 SW업무 경력
․ 기술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SW기술업무의 경력
․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수행한 SW기
술업무의 경력

80%

․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민
연금가입증명서 등)로 확인되는 SW사업 분야의 경력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전산분
야에서 근무한 경력
․ 병역법에 의한 전산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산분
야에서 근무한 경력
․ 제10조 제2항의 교육기관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훈련학원에서 전산분야의 교수, 교사,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50%

자격․학력 및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

자료 : 임춘성 외(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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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SW경력관리체계 개선(안)

자료 : SW협회 브로슈어.

SW기술자신고제는 SW협회가 정부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협
회는 정부지원부분을 100% 운영지출로 소비한다.19) 등록사항은 4개의
기술분야, 13개의 직종, 75개의 세부직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분류는
SW기술자의 직무능력이 아닌 단순 사업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SW기술자의 직무역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근 SW협회는 ‘SW기술자 경력관리체계 개
선(안)’을 통해 SW기술자 신고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도모하려 한다(표
2-18). 이는 기존 SW기술자 경력관리 체계를 NCS 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다.20)
SW협회가 추진하는 신경력관리시스템은 NCS를 기반으로 협회가 축
적해온 기술자들의 능력을 매칭시켜 발전적인 경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SW협회는 공공 SW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자 개인의 경력을 입증하고 능력을 판단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1차적인 목표를 수립한 상황이다. 신경력관리시스템이
SW시장에서 잘 정착한다면 이는 채용, 배치전환, 교육훈련 전반에 영향

19) 공정거래위원회(2011).
20) IT조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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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칠 수 있다고 예측된다.
“이게(SW기술자신고제) 그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되
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중략) … 객관성을 가져가려 하면, 경력에 관한
정보가 객관화되어야 해요. 표준화되어야 하구요. 그것이 모여져 있어야 해요.
우리는 기술자 경력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14만 명이 신고되어 있어요.
물론 다 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을 가지고 경력을 계산해 보자, 여기에 들어
있는 능력들이 직무나 역량과 맵핑(mapping)이 되어야 해요. 여기까지는 안되
어 있었어요. 맵핑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NCS 기반하에 NCS가 어떤 역량을
다루고 있었느냐, 어떠한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였는가, 어떠한 직무로
서 역할을 했는가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작업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SW
협회 P씨)

4) 인력양성사업
SW협회는 SW인력양성 수급의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 지원한다는 취
지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SW현장전문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신규인력양성훈련 등의 사업이 그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인력양
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회원사에 필요한 인력과
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SW협회는 이를 해소하는 문제를 깊게 고민
한다. 더불어 양성 못지 않게 향상훈련의 기회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그
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이 향상입니다. 지식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기반
으로 하지만 지식이 서비스로 갈 때는 그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 맞게 접목하고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상이 중요합니다. 직무가 올라가는데 직무가
과거의 다른 직무의 경험을 가지고 더 나은 직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성교육보다 향상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양성에 거의
70～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만입니다.”(SW협회 P씨)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 단순인력의 양성에 치중했던 교육과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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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이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판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도 현재 SW협회가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고민하는 주제이다. 특
히 90년대 후반 경제위기의 극복 차원에서 SW개발자들의 시장에의 진입
을 대폭 낮추며 인력의 양적 팽창을 도모한 결과 그들이 기존의 높은 자
격을 요구받고 진입을 했던 인력과 뒤섞여 숙련의 변별력이 흐려진 상태
를 극복하고 옥석을 솎아 내면서 정당한 숙련의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
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제와 당장 당면해 있다.
“IMF가 발생하니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까 … 가장 좋은 방법이 SW개발
자 양성이었습니다. 코딩 3개월 6개월 … 쫙 만들어 냈습니다. 양적으로 팽창이
되었습니다. 학력, 자격, 경력으로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특히 경력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고 진입 후 기업이 나름대로 교육훈련을
시켰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던 시장에서 …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경력만으
로 인정을 받았던 시장에서 갑자기 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코더교육만 받은 사
람들이 쫙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요. 실력이 없어도 사람이 없으
니까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네 하면
서 시장에서 이 사람 경력기간만 가지고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
다.”(SW협회 P씨)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SW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
할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다. SW업종은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노
조조직률이 높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소속근로자의 연
령도 낮고 근속연수도 짧은 특징이 있다. SW산업에서 인력문제는 다른
산업보다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산업은 무형의 인적자원이 산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해당 산업이 1990년대 급속히 성장하면서 SW인력
부족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의 재원을 통한 교육이 단순인력의 양산에 맞
추어 진 것은 이 부문 노동시장의 혼돈을 초래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반
면, 현재 SW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숙련된 핵심인력이다.
이러한 속에서 SW협회는 산업과 인력정책의 연결고리 자신의 역할을
상정한다. 특히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에 대한 해결은 협회가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핵심 역할이다. 협회는 산업 내 근로자와 사용자에
게 통용되는 직무역량기준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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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기업은 의심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교육훈
련과 경력경로설정을 통해 기술자로 성장해 가도록 하려 한다.
앞서 살펴 본 바, <표 2-16>에 적시된 대로 ITSQF 활용은 SW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SW산업에서는
기업의 인력에 대한 관심과 정부주도의 NCS 그리고 SW협회가 수행하던
기술자 신고제, 평균임금 조사 등의 배경 제도들이 결합된 형태로 개편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SW협회의 노력은 이 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편도 될 수 있다. ITSQF의 정착은 SW산업에
서 기술자가 기업의 경쟁력 우위적 요소로 시장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기
술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가. 전자정보통신산업 노동시장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산업(이하 ‘ICT’)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제조업의 상황을 대
표하는 분야이다. 2015년 ICT 인력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ICT 산업 일
자리는 전체 산업 취업자의 5%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인 약 88만 7천 명
으로, 이는 전년도인 2014년 대비 0.1% 증가한 상태이다. 전체 산업취업
자의 증가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이 부문의 증가세는 높지 않은 편
이다. 고용노동부 2016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
비제조업(전자통신산업)은 전년 동월대비 3%가 감소하는 등 취업자수가
2014년 1월 이후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이러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취업자수 감소는 오늘날 일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새로운 활
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일부
반도체 기업과 독자 브랜드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산업 전체
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하청기업들로 주를 차지한다(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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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1).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
고, 인력문제의 중요한 주제는 기업 간 일자리 질의 차이에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 부문의 대표적인 협회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의 관계자 역시 고백하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
업은 내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양성과 숙련증
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원사 중에 중견,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 여기는 근로자가 없어요. 노동시장
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하고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매칭해주는 것을
해보자 했었는데 … 쉽지가 않았습니다. …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잘 조달하니
까 그렇고, 중소업체를 하다 보니 밖으로 드러나거나 많이 홍보되진 못하고,
딱 필요한 곳만 연결해 주죠.” (KEA 관계자 K1씨)

이러한 정황 속에서 KEA와 같은 협회의 노동시장에서의 기능도 취약
하다. 노동시장의 규제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이나 노사관계
중재 등의 개입은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KEA의 회원사 중
삼성, LG 등 대기업은 기업 내부에서 노사관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
기 때문에, 협회가 관여할 부분은 극히 적다. 그 밖의 중소기업은 노조 조
직률이 낮고, 분쟁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협회가 개입할
여지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 같은 업종과 다르게 저희 업종은 삼성, 엘지 큰 기업 같은 경우 노사
간 문제가 크게 없죠. CEO도 노사관계에 관심이 있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 밑작업이 잘되어 있어 … 전자 쪽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 협회가
할 게 없더라고요.” (KEA관계자 K1씨)

나. 협회의 역사와 현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협조함
으로써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
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년 4월 20일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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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제1대 회장은 금성사 대표이사였
던 박승찬 회장이 취임하였다. 1976년 11월 5일에는 전자공업진흥법21)에
의한 전자공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78년 제2대, 3대 회장은 한국
전자기술연구소의 김완희 회장이 취임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의 측면을 모
두 총괄하는 협회로 발전해 갔으며 이후 회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
기업의 회장이 역임하였다. 1979년에는 한국정밀기기센터 전자사업부를
흡수통합하고, 1980년에는 한국전기용품제조협회를 흡수통합하며 외연을
확대하였다. 1981년에는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22)에 의한 본회설치 및
사업근거를 마련하였다. 1982년에는 정부통계 지정기관(통계청 36401호)
으로 지정되었다.23)
KEA는 1976년 ‘전자공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존재하였으나, 1986년 전
자공업진흥법이 공업발전법으로 공업관련 법령이 통폐합됨에 따라 ‘공업
발전법 제23조’에 의거한 법정 사업자단체가 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산
업발전법 제38조24)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 때 산업발
전법상의 사업자단체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KEA도 명칭을 변경하여 1996년에 한국전자공업진

21) 전자공업진흥법은 전자공업을 진흥함으로써 산업의 설비 및 기술의 근대화와 국
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상공부 장관이 전자공업진흥기
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전자공업의 진흥책을 수립, 실시하게 하는 등의 정책
을 담은 법이다. 전자공업진흥법은 1969년 1월 28일 제정되어 199년 2월 8일 산업
발전법으로 흡수되며 폐지되었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22) 제11조(한국전자공업진흥회) ① 사업자는 전기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
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의 회원이 된
다. ④ 진흥회의 정관기재사항 기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3) 통계청 승인번호 제36401호 <디지털전자 주용품목 시장동향 분석>
24) 제38조(사업자단체)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당해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운영․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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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회를 한국전자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한국전자정
보통신산업진흥회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KEA는 정회원 가입자격을 전자․IT 또는 융합기업으로 하고 있어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실태조사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비는 연
1,656천 원이고 가입비는 별도로 50만 원이다. 2차년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조정된다. KEA는 회원사는 850여 개가 되고 이 중 정회원사는 240
여 개 그중에서도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110개 정도 된다고 한다. 정
회원 중에서도 KEA의 회비의 95% 이상은 이사사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 LG, 대덕, 대우, LSP반도체, 대성, LG이노텍 등
이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준회원25), 특별회원26), 정보회원27)을 두어 폭
넓은 회원범위를 가지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EA의 운영은 회비와 자체수익, 회관임대를 통한 수익으로 이루어지
는데 그 비중은 3 : 3 : 3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속
한 발전과 세부 산업의 발달로 관련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겼으며, 정부도
사단법인 형태 단체들의 설립을 제지할 수 없는 산업환경에서 관련 유사
단체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KEA는 몇몇 대기업에 의존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에 조직 내부에서 자체수익 확보를 통한 조직 생존에 큰 관
심이 있다고 한다. KEA는 협회의 외부환경을 반영하여 성과급제도를 도
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KEA 관계자).
현재 KEA는 회장, 부회장과 총회 이사회 아래 경영전략본부, 산업진흥
본부, 산업지원본부의 3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산업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외 8개의 위원회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KEA의 전체 상
근인력은 82명이다(그림 2-3 참조).

25) 자격 : KEA 내 협의회 회원, 한국전자전 등 진흥회 주관전시회 참가업체, 조사통
계 등 사업참여 업체, 회비 : 해당협의회, 전시회 등의 참가비 기준에 따름.
26) 자격 : 전자․IT 산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또는 개인, 법인, 회비 : 별도 기준에
따름.
27) 온․오프라인 정보 및 자료취득을 목적으로 KEA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절차
를 거친 기업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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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KEA 조직도

자료 : KEA 홈페이지.

다. KEA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양상
1)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 기존 역할
KEA는 1999년부터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실태조사를 실시해 왔고
2014년에는 ICT 인력동향 실태조사로 이름을 변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자산업 분야 기술인력 수급현황 및 교육훈련현황 파악을 통
해 실질적 산업인력 확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KEA는
산업 전반의 인력구조와 산업계 수요를 파악해갈 수 있다.
KEA는 산업정책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정부관련 정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내 기업혁신지원센터에서도 인적자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혁신지원센터는 전자․IT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혁신과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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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KEA 내 기업혁신지원센터 주요 업무
산업혁신운동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작업환경 및 생산공정 개선 컨설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생산설비 자금 무상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창조아카데미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기반 소프트웨어 창조전문인력 양성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대학 재학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
자 실무형 교육

전자산업 인
적자원개발협
의체 활성화
지원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운영
전자산업 업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분석
전자산업 일자리 창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정책 제언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
원사업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커리큘럼 운영지원
(참여기업, 교육훈련생)
글로벌 기술인력 육성 및 기업주도의 전문 기술인력 성장의 성
공모델 제시
기업수요 기반의 한국형 VET 커리큘럼 개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전자 IT 분야 현장기술인력 직무능력향상 교육 지원

이공계전문기
술연수

임베디드 SW 기술인력 교육 및 산업현장 연수 등 취업 지원

중소기업 구매,
생산자금 대출
지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보증
결제시스템(e-MP) 운영

자료 : KEA 홈페이지.

소간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 재직자 및
미취업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사업지원 활
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표 2-19>와 같다.
기업혁신지원센터의 업무 중 흥미로운 사업은 첫째, 산업혁신운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작업환경 및 생산공정을 개선하
는 컨설팅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 KEA가 제공하는 컨설팅은 사업 내 제
품공정의 혁신을 통해 수행인력의 작업환경 변화도 가져오게 되므로
KEA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KEA는 창조아카데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 커넥티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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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산업
계 수요에 기반하여 개설된 과정이다. 교육 제공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
뿐 아니라 대학재학생, 취업준비생 등 산업 전반의 예비산업인력까지 포
함하고 있다. 셋째,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지원업무를 수행
한다.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전자산업 SC’)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체를 조직한 ISC와 별도로 운영되는 협의체이다.
2) NCS와 ISC 활동
KEA에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과 관계된 부서는 산업지원본부 내
인적자원개발센터이다. 인적자원개발센터는 2005년경에 만들어졌으며, 센
터장을 중심으로 그룹장 2명 등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자원
개발센터는 전자․IT 산업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및 미취업자 역량강화를 통한 이공계 우수인력 확충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고용노동부)
․ 전자산업 업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분석
․ 산업별 특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업별 직무능력표준 및 자격기준 개발, 기업 컨설팅 지원
․ 전자 IT 분야 현장기술인력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
․ 임베디드 SW 기술인력 교육 및 산업현장 연수 등 취업지원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KEA는 기업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정책
을 정부중심에서 산업계 주도로 전환함에 따라 전자산업계 현장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협회 내 구성하였다. 전자
ISC는 NCS의 개발 및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 주도의 인적자원개
발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으로 직업능력개발혁신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KEA의 내부 조직은 국가수준의 산업정책에서 KEA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데, KEA는 전자 분야 산업별 인
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도적으로 ISC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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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EA가 수행하는 핵심사업은 전자산업 인력
수급분석, NCS 유지보수, NCS 신자격보완, 개별사업으로 NCS 개발, 일
학습병행제, NCS 기업활용 컨설팅 등이다. KEA의 NCS와 ISC 관련 사
업들을 보면 ISC로서 부여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EA의 ISC 관련 사업들은 일련의 통일된 시스템을 통한 직무능
력 중심의 산업체계를 형성하는 비전보다는 각개 사업단위의 업무를 처
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3) 교육사업
앞서 살펴본 SW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지원의 인력양성․향상 사업을
KEA도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임베디드(S/W), 3D&3D 프린팅, IoT, 상품기획, 특허, PL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세부강좌가 10개 내외로 존재한
다. KEA에 소속한 관련 전문가는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회원사와
스킨십이 있는 협회가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데 이점이 있으며, 이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KEA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임베디드 SW
산업에서 인력수요가 있으나 적합한 숙련인재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을 인식한 KEA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하여 기술인력 교육, 산업현
장 연수를 수행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관계자 H씨 인터뷰).
라.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공간
KEA의 역할과 사례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KEA의 노동시장행위자로
서의 역할이 조직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KEA가 수행하는 인력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사업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협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최소한의 목표인 조직생존의 문제에
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사업협회의 특성상 자체적인 수익이 발생하
는 사업이 아니기에 조직생존을 위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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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EA는 전자산업분야의 전통 있는 협회로서
회원사들과의 관계와 그동안 축적해온 사업정책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기
반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
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탐색함에 있어 산업발전과
노동시장의 확대에서 나타나는 관련 사업협회의 분화에 대해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산업발전은 사업분야의 세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
운 산업협회의 등장 가능성을 높인다. 전자정보통신분야는 산업이 발전
하고 성장하면서 KEA 이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등 여러 관련 협
회들이 설립되었다. 우선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산업 내 관련 협단체의 분
화는 득과 실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관련 산업 내 협회의 증가는 산
업의 세분화된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반면, 국제 통상 등과 같은
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시기에 산업 내 결집이 어렵고, 협회의 질적․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KEA 내에서 ISC 관련 사업은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SC사업 등 몇몇 사업은 기업혁신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SW협회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KEA는 노동시장
관련 이슈가 총괄적인 비전하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로
분산하여 행하고 있다. 이는 KEA가 노동시장 관련 이슈에 대해 통일된
비전 없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KEA는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대표단체로서 역사를 통해 보유한 역량
의 결집체이다. 그러나 산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의 분화에서 회
원사를 통한 협회생존의 문제에 봉착했고, 협회의 성장이나 비전보다는
수익사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ISC 사업 등 인
력양성, 숙련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산업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여
큰 그림에서의 산업역량체계와 같은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산업단체의 분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속에서 사업협회의 역할은 어
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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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산업은 전기자동차, IoT, VR, AI 등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적
관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KEA는 이러한 산업성장 또한 협회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전
통적으로는 제조업으로 여겨져 왔던 KEA 회원사들 또한 기술개발이나
전략기획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관계자 H씨 인터뷰).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내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개별 사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로 KEA의 역할 부상 가능성과 그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가. 자동차산업 노동시장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대기업과 하청업체로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 이
에 같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산업 내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노동
시장구조는 달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간한 2015년 한국의 자동차산업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동차산
업 직․간접 고용인원은 1,766천 명으로 총고용(25,599천 명)의 6.9%를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제조부문에 한정하여 보면 완성차 제조는 85,426명
이 고용되어 있으며, 자동차부품부문에는 247,262명이 종사하고 있다. 자
동차산업 총 종업원은 338,33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제조업 전체의
11.6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내 자동차산업 종업원 수의 비율은 1996
년 8.15%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 10%를 넘었고 꾸준히 상승하였다.
한국에서 자동차산업은 재벌중심의 과점 경쟁을 기본형태로 구조화되
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자동
차산업의 영역에서는 이미 1994년 삼성그룹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종식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외환위기 시기 정리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정규
직은 경직화되고 비정규직은 유연성이 더욱 높아지는 인력운영의 이중성
이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대기업 노동조합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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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기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노조(완성차업체의 금속노조 가입
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차이가 존재함), 미조직 비정규 근로자
간의 차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조성재 외, 2004). 동시에 완성차 업체
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는 속에서 완성차의 고용은 정체 내지 감소되는 반
면, 부품업체의 고용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임금격차는
수직계열화 구조 속에서 층화되어 있다.
나. 협회의 역사와 현황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는 1988년 7월 23일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상공부 인가를 통해 설립되었다. 초대회장은 김선홍 기아산업
사장이 역임하였다. 이후에도 회장은 현대, 대우 등 대기업 회장이 돌아
가면서 역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KAMA는 2012년까지 한국자동차공업
협회였으나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KAMA의 설립목적은 자동
차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
여하는 것이다. KAMA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사
단법인이며, 주무부처는 자동차항공과이다. KAMA는 1962년 설립된 자
동자공업협동조합에서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업무가 분리되어 1988년 설
립되었다. 이 시기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이에 완성차의 목소리
를 대변할 단체가 별도로 필요함을 현대, 기아차 등의 대기업이 요구하고,
재원을 부담하면서 KAMA가 독자적인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2016년
기준 KAMA의 회원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이다.
KAMA는 회장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3명의 상무와 7개의 팀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정원은 2016년 9월 기준 43명이다. 7개의 팀은 정책기획팀, 환
경기술팀, 통상협력팀, 전시사업팀, 산업조사팀, 교통안전팀, 행정홍보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팀 구성은 [그림 2-4]와 같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KAMA의 최근 10여 년간 가장 큰 관심사는 FTA
시대에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그에 대한 대비이다. 또한 회원사의 회비와
KAMA의 주 수입원이 되는 것은 서울모터쇼를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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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KAMA 조직도

자료 : KAMA 홈페이지.

터쇼28)는 1995년 시작되어 매 2년마다 열리며 2015년 제10회를 맞이하였
다. KAMA의 핵심 역량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운영되는 협회구조상 자동차 관련 산업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내부에 산업조사팀을 두고 관련 통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KAMA가 제공하는 통계는 산업동향, 생산판매통계, 자동차등록통계, 자
28) 서울모터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공인
국제모터쇼로서 홀수해 4월경 KINTEX에서 개최되고 있다. 서울모터쇼는 한국자
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AICA)이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주된 역할
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맡고 있다(자료: http://www.motorsh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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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무역통계, 건설기계통계, 자동차통계 DB, 세계자동차통계로 총 7종
에 달한다. 2005년에는 한국자동차산업 50년사를 발간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을 조망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KAMA의 팀별 주요 업무는 <표
2-20>과 같다.
<표 2-20> KAMA의 팀별 주요 사업

정책기획팀

1. 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운영
2. 사업계획의 수립, 통합 및 조정
3. 예산편성, 조정, 통제 및 관리
4. 정관의 제정 및 개정
5. 자동차산업 일반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동차세제 개편방안 연구 및 대책수립
7.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가입, 탈퇴 등의 관리
11. 자동차산업정책 관련하여 타 부서에서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기술팀

1.
2.
3.
4.
5.
6.
7.
8.
9.

교통안전팀

1. 자동차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반 정책, 법규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자기인증 및 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도평가(NCAP) 및 신차 실내 환경기준 개선에 관
한 사항
5. 소비자이슈 및 자동차 보험․정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통대책 등 자동차 A/S 행사에 관한 사항
7. 제조물책임법 관련 제반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규제 대응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사업장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자동차 환경 관련 해외규제 및 기준조화에 관한 사항
자동차 재활용 및 유해물질 규제 등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자동차분야 기술개발(R&D), 표준화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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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의 계속

통상협력팀

1.
2.
3.
4.
5.
6.
7.

수출입 국내 규정 및 제도 개선
통상현안 대응방안 연구
해외 자료조사 및 활용
해외 유관기관과의 산업협력 강화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국제 통상이슈 대응 및 통상협력 강화
통상관련 국제회의 등 참가

산업조사팀

1.
2.
3.
4.
5.
6.
7.
8.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조사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 조사
소비자 선호도, 자동차 구매, 사용행태, 시장조사 연구
국내외 자동차산업 통계 연․월보 발간 및 관리
미래전략포럼 등 포럼 운영관리
자동차산업 정보․통계DB 구축 및 정보 서비스
정보자료실 운영관리
정보이용회원 운영관리

전시사업팀

1.
2.
3.
4.
5.
6.
7.
8.

서울모터쇼 중장기 발전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모터쇼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모터쇼 참가업체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전시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전시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모터쇼 관련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자동차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행정홍보실

1. 조직의 인사와 조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경영발전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과 경영에 관한 규정과 요령, 기준의 운용 및 제․
개정
4. 구매․용역계약 및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5. 출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자동차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산업 홍보 및 광고
9. 언론인 및 여론선도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련기사 및 방송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자료 : KAMA 홈페이지(필자가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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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행위공간
KAMA의 조직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는 정
책기획팀이다. 정책기획팀에서 노사정책, 노사협력, 노동법령, 정부지원제
도 등의 노동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3명이며, 직급은 부장, 과장,
사원이 각 한 명씩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기획팀에서는 최근 한국고용노
사관계학회와 함께 ‘스페인․이탈리아 노동개혁과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인
력양성 사업에도 참여하였으나, 회원사인 완성차업체에서 단순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적고, 인력의 채용제도와 내부 육성제도가 구축되어 있어 사
업을 통해 배출한 인력에 대한 관심이 낮아 사업을 중단하였다.
“(인력양성사업 왜 3년만 하다 말았나요?) 지금도 수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에
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중략) … 고용노동부 위탁받아서 했던 거예요.
완성차의 경우 사람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수요가 없어요. 고급인력, IT
융합 같은 엔지니어가 필요할 뿐 생산인력은 수요가 없어요. 산업구조가 편향
되어 있어 현대기아는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뽑아 키우고, 나머지 외국회사
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노동시장행위자로서 KAMA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계는 KAMA
의 지배구조상 산업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KAMA는 운영비의 60%를 현대․기아차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만큼 지배력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40% 정도를 부담하는 외
국계기업(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은 우리나라에서 연구개
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KAMA의 연구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관심이 없다
고 한다.
“협회에 외국차도 들어와 있지만, 외국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생산을 하고, 여건이 나쁘면 철수하려는 태도가 보입
니다.”

KAMA는 4대 전략목표와 16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직접적인 비전은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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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략목표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KAMA의 의지나 역
할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력 보호의 측면에서
KAMA는 산업 내 대기업의 이해대변 단체로 산업의 성장과 발달, 시장
의 확보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산업내외적 인력보호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KAMA는 회원사가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대기업들은 인력의 채용과 교육훈련을 기업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협회에 인력양
성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KAMA도 현재로서는 인력양성의 주
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인력양성의 문제
는 단순 생산직, 기술직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동차산업은 자동화율이
높아지고 전기차, 수소차 등 생산공정이 단조로워지는 상황에서 있는 인
력도 감원을 해야 할 상황으로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 향상의 측면에서 KAMA는 현재의 자동차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 엔지니어, IT와의 융합을 선도해갈 고숙련 인력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KAMA가 이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규모나 역량이 부족하다
고 인식하며, 회원사 또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상
황이지 이것을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KAMA 관계
자 인터뷰).
앞서 살펴본 KAMA의 실체를 통해 KAMA는 굳이 성격을 구분짓자면
사용자단체의 연구․정책기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KAMA의
주요 사업은 산업정책제도를 개선하고 통상 현안에 대응하며 산업정보
서비스제공, 모터쇼 개최 등의 고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국의 자동차산업이 세계화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응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조합과의 교류는 전
혀 없으며 노사분쟁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제3자의 입장에서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산업은 7개의 대기업의 과점형태를 띠고 있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차업체 모두가 참여하여 운영되는 KAMA는 자
동차산업 전반의 정보와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지위에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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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화시대에 자동차 관련 FTA 상황에서 보호무역적 역할을 수행하
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규모가 스
스로 인력을 채용하고 양성하여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위한 기업
내 특수훈련이 효율적 구조를 띰으로써 협회의 역할이 부각되기는 어려
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의 대대적인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역량을
모아 산업발전의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협회의 역할은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5.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
가.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에 국한시켜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차 협력업체 종업원 수는 2015년 기준 883개 업체에 294,003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한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333명
이었다(한국자동차협동조합, 2016). 완성차 회사별 협력업체 종업원수는
<표 2-21>과 같다.
<표 2-21> 2015년 완성차 회사별 협력업체 종업원 수
현대

기아

종업원수 130,865 121,640
업체수
업체당
평균

한국
지엠

르노
삼성

쌍용

대우
버스

타타
대우

91,062

76,509

81,559

38,189

38,362

335

320

299

199

228

198

390.6

380.1

304.6

384.5

357.7

192.9

합계

578,183
(184,551)
172
1,751

223.0

330.2

자료 : 한국자동차협동조합(2016).

나. 협회 역사와 현황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이하 ‘KAICA’)은 1962년 ‘한국자동차공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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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으로 상공부장관이 인가한 협동조합법이 생긴 이후 인가 1호로 설
립되었다. 1996년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며 중소기업관련법령의 소관이 중
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KAICA
의 소속관청 또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이 막 시작한 시기로 회원사들은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지
원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자동차산업이 성장하고 중소 부품
사가 다수 속한 협동조합에 완성차업체가 속해 있는 것이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완성차업체들은 완성차업체의 고유한 이해
를 대변할 단체를 구성하여 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1988년 새로운
협회를 설립하여 분리되어 나갔는데, 이것이 앞서 살펴본 한국자동차산
업협회(KAMA)이다. 이후 KAICA는 중소부품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하
였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는 7개의 완성차업체29)가 있는데, 이들에 납품
하는 1차 협력업체가 883개 존재하며 이 중 KAICA 회원은 250여 개이
다. 2차 협력업체도 50개 정도 KAICA의 회원사이다. KAICA의 조합사는
1차 협력업체 중 업체수로 보면 30%가량이지만 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
로 따지면 전체 협력업체 매출액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조합
에 가입되어 있다.
KAICA의 가입대상은 자동차부품업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업체이
다. 이에 KAICA는 가입신청서 등 제반서류뿐 아니라 가입신청 업체에
실사를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KAICA 가입에 따른 제납입금은 가입
금 30만 원과 매출액에 따라 5만 원(연간 총매출액 50억 원 미만)부터
150만 원(연간 총 매출액 5조 원 이상)으로 차등되어 있다.
KAICA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각종위원회를 꾸리고 있고, 상
근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고 있다. KAICA는 상근인력이 총 11명 정도
이며 업무분장은 3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지원실, 기획조사실, 통상
기술지원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그림 2-5]와 같다.
업무부서의 구체적 업무는 <표 2-22>와 같다.
29)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자일대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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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KAICA 조직도

자료 : KAICA 홈페이지(필자 가공).
<표 2-22> KAICA 주요 업무

경영지원실

기획조사실

1. 조합원 관리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업체 협력증진을 위한 회의 개최
3.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4. 조합원업체의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자녀 장학생 선발
5. 총무, 인사, 제규정 관리
6. 회계, 예산관리
7. 직원 교육, 연수기능 강화
8. 회관 관리
9. 회원명부 발간
1.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
2. 자동차부품산업계 권익옹호 및 업계지원 강화
3. 자동차부품 공정거래 확립
4. 노사관련 사항
5. 노사관련 동향 파악 및 정보교류
6.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강화 및 정보교류
7. 자동차부품 매출 및 납품현황 파악
8.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조사
9.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조사
10. 자동차부품업체 해외투자현황 조사
11. 조합 홈페이지 운영(www.kaica.or.kr)
12. 정보자료 이용 회원제 운영
13. 정보자료실 운영
14. 발간사업 : 월간 자공보, 자동차산업편람, 자동차 생산판매
동향(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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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의 계속

통상기술지원실

1. 수출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2. 수출진흥 대책 세미나 개최
3. 해외시장 개척
4. 통상교섭 및 국제협력
5. 수출거래 알선
6. 수출증진 지원체제 확립
7. 기술개발 추진
8. 품질경영(QM) 및 표준화 추진
9. 각종 기술위원회 참여
10. 해외전시회 참관 및 참가 추진
11. 상설전시장 운영
12. 기타 전시관련 업무
13. 발간사업 : 수출증진 세미나 자료, 영문 통계집, 영문 디렉토
리

자료 : KAICA 홈페이지(필자 가공).

KAICA는 1960년대 설립 당시의 역할은 자동차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업체를 육성하는 일을 수행하며 산업성장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였으며, 업체 성장 초기단계에서 경리업무, 재무업
무까지 위탁해 수행해 주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외국에서 자동차 부품
을 수입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이 보증하는 수입추천제도와 자
동차 부품 수출에서 인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KAICA의 역할은 줄어 들었다.
다.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KAICA의 역할은 주로 기획조사실에서 담당하
고 있다. 기획조사실은 노사관련 사항과 노사동향파악 및 정보교류를 업
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KAICA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관한 사
항이 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체가 산업의 노사관계까
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현재 협회의 역량으로 볼 때 굉장히 제한
적이라고 한다. KAICA가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동
차 생산의 문제로 완성차업체의 라인에 문제가 생겨 생산량의 차질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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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정도가 아니면 문제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단체가 산업의 노사관계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게 굉장히 제한적이자나
요, 돈도 적고 …(중략)…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는 부품업체에 포커싱이 아니
고 완성차가 어떻게 나가느냐입니다. …(중략)… 관계회사들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현대자동차의 라인에 문제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KAICA는 산업의 공공재 형성으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함
께 키워 나가야 할 조합사들의 요구를 결집할 역량이 부족하며, 이에 조
합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KAICA와 조합사들과의 현재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다는 점은 한 예를 통해 파악되었는데, KAICA가 산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낸
후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은 10% 내외라고 한다.
“할 일이 많지 않더라입니다. 이유는 부품업체가 간절하게 원하냐 … 그렇지 않
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단체가 안해줘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
다. 괜히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던지. 업체 방문을 한다던지 이런 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KAICA의 상태는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가 역할을 수행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산업 내 유대감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른 한편으로, KAICA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인력정책에서 산업대표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받아 왔다. KAICA는 산업통상자원
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C)의 대표단체로 지정되어 있
다. 자동차 부문 SC 대표단체는 처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에서 수행하였는데, 인력양성과 원활한 인력수급방안의 마련이라는 SC의
목적에 KAICA가 더욱 적합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2012
년부터는 KAICA가 참여하고 있다. SC 활동에서 KAICA가 요구받은 활
동은 인력정책에서의 제안이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러한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이 KAICA는 없었다. SC 활동으로 KAICA가
수행한 활동은 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수행을 통해 자동차업체 기술인력
등을 파악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KAICA는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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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었다. KAICA가 IS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이 조직에는 최소 상근
근로자 3명을 채용해야 한다. KAICA는 1998년 기존인원을 축소하여 2016
년까지 1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
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한다.
“저희가 ISC를 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
다. …(중략)…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협동조합이 자금상태가 좋
지 않으니 신규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 안목, 지식이 충
분치 않고 … 어떤 사업을 할 때 최고경영자가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최고경영자도 문제의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한계가 있으니,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ICA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산업 전반에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정한 계기를 통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여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중소기업들의
공공재 형성을 통한 공동발전의 필요성이 아래의 조합사들로부터 제기되
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KAICA가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은
공통적 인지이기 때문이다.

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가. 미용사 노동시장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
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적 아름다움을 표출하고자 하
는 인간의 본능과 맞물려 미용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미용
산업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등 업종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
으며, 프랜차이즈 미용산업이 성장하여 사업체 규모가 확장되고 종사하
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산업 중에서도 두발미용
종사자들이 주축이 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헤어미용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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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미용사 직무분류
자격명

영문명

시행기관

직무

미용사
Hairdresser
(일반)

얼굴, 머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헤어 및
한국기술자격
두피, 메이크업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검정원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한다.

미용사
Esthetician
(피부)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
한국기술자격 호․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
검정원
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
여 피부미용을 수행한다.

손톱․발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
미용사
한국산업인력
Nailtechnician
여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
(네일)
공단
여 네일 미용을 수행한다.
자료 : SH 직업연구소, ｢자격증 사전｣.

미용사는 미용업의 범위가 불확정한 가운데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피부
관리, 메이크업 등과 영역다툼을 하며 영역이 확대되지 못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미용(일반)과 미용(피부)로 자격증이 이원화되면서 피부미용
분야별도 국가자격증이 인정되었다30). 또한 뷰티산업의 성장, 분화로 2014
년에는 네일아트31), 2015년에는 메이크업32) 분야도 국가자격증이 분화하
여 생겨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3>과 같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두발미용업
사업체수는 8만 9천 개로 집계되었으며, 종사자 수는 14만 명이었다. 그
러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나, 개별 사업자를
고려하면 실제 종사자의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헤어미용업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열정페이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
다33).

2015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인식 실태조사’는 서

울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PC방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

30) http://www.ktitq.or.kr/2015/info/support11.php/http://www.ktitq.or.kr/2015/info/
support12.php
31)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
32)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
33) 노컷뉴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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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용업은 근
로계약서 작성 인지도에서 미작성에 응답한 비율이 21%로 커피전문점
10%, 편의점 15%에 비해 높았고,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은 평균 4%인 데
반해 미용실은 5%의 위반 인식을 보여 같은 소규모의 업종보다도 열악한
근무조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개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는 미용을 업으로 하는
미용인이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침목을 도모하여 공
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회원
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거나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미용
인의 권익 보호와 위상제고를 하여 미용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미
용인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미용사회는 1945년 임의단체로 출발하여 1957년 대한미용협회를 발족
시키고 196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1989년 3월 14일부로 공중위생
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 미용사회로 전환하여 법정단체로서 현
재에 이르고 있다. 미용사회의 회원수는 74,000여 명으로 전국 84개 지회
와 18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미용사회가 전국지회․지부를 갖추고 있으나
중앙과 지회․지부의 결속력과 활동 측면에서 질 높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회의 회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OMC
Hair world world cup’ 같은 행사에 미용사회 회원 미용사만 3만 명 이상
참석한 사례와 같이 기회에 따라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부, 지사가 전국에 180군데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완전히 제주도에도
있고, 있어요. 질을 논하자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구조는 갖추고 있
는 거죠. …(중략)… 대의원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700～800명 되는데, 일례로 말씀드리면 회장선거를 한다, 출석 100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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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분이 갑자기 상당하거나 …(중략)… 올해 3월에 OMC 대회를 했어요.
전 세계 헤어드레서가 다 모여서 하는. 외국에서 한 3만 명 오셨다고 하는데.
50개국에서 왔는데. 전국에서 이 미용협회에서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킨텍
스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모였다고. 전국에서 대절 버스가 쫙 해서. 그렇게 여
기가 조직력이 있는 곳이에요.”

미용사회에는 15명의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 뷰티산업연구소
가 있다. 미용사회의 회원은 미용사면허취득자로 회원의 95% 이상이 개
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백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장에서 업을 하는 미용인의 수는 정확한
수치가 보고되는 통계가 없고 미용사회 추산 18만 명 정도라고 한다(관계
자 S씨 인터뷰).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미용사회는 회장단과 지부장들이 회 장악에
대한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미용사회 회장단 선거 등과 같은
권력에 대한 파벌 다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미용사회 회
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경
력 개발을 할 방법이 미용사회를 통한 지위획득이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
이다. 이는 미용사업이 ‘1면허 1샵’을 기반으로 미용사 1인이 하나의 사업
장만을 운영할 수 있어 대규모의 미용사업장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여러 지사를 가진 프랜차이즈형 미용그
룹이 등장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미용사업에서 미용그룹형태의 시장권
력을 가진 회원과 미용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회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
다. 협회권력은 기존 권력자인 개인사업자의 회원이 가지고 있어 시장권
력과 협회권력의 괴리가 있다고 한다.
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 미용사업은 공중위생법에서 규정
한 공중위생업에 속하여 있다. 이에 미용사들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들어야 하며 위생교육은 미용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
아 실시하고 있고, 2016년 기준 위생교육비는 인당 3만 원이며, 이를 통한
수입은 미용사회의 주된 수입이다34).
34) http://www.vu-careedu.com/ssVOD/lecture_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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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들의 단체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일하
게 사단법인으로 허가해준 단체이다. 미용업이 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노동부 등 관련 타부처 산하단체는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미
용장협회, 퍼머협회, 컬러협회 등이 있다.
미용업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회원 개인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은 가지고 있으나, 미용업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역사로 볼 때 사회적 교섭력의 측면은 약하고 여론형성을 주도하지 못하
였다.
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양상
미용사회의 최대 관심은 질 높은 미용인력의 양성과 숙련 증진을 통한
회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다. 미용사회의 관심과 노동시장행
위자로서의 역할은 맞닿아 있는데 미용인력의 양성과 숙련 증진이 그 지
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는 미용요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미용업에 진입하는 인력의 선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이 시장에서 요
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NCS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는 미용사회가 가장 적임자임도 분명히 하였다(관계자 S씨 인터뷰).
미용사회 내 뷰티산업연구소가 설립되고 NCS에 참여를 통해 인력문제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미용사회는 현장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
해 ‘오픈마이크’35)를 시작하였다. 오픈마이크는 2013년 시작되어 매월 네
번째 월요일에 미용사회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오픈마이크’는 미용
관련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용인, 인턴, 교수, 업체관계자, 미용전공
학생, 미용 언론인 등 50여 명이 모여 주제에 치중하지 않고 평소 미용인
으로 느끼는 바를 3분 이내의 발언을 통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
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오픈마이크’를 통해 현장과 미용사회의 소통
을 통해 NCS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미용사업의 사업주
로 인턴, 근로자를 채용하는 주로 ‘원장’이라 불리는 회원들은 학교에서
35) http://blog.naver.com/kbeautynews/101688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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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미용교육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에서 얘들을 이상하게
키워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할 줄도 모르는 얘들이 미용실에 들어와 가지
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
렇게 언급한 회원은 대학교육과정을 이수 중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렇
게 이상하게 발전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본인이 교수가 돼서 바꿔야
한다는 이유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미용사회의 역할을 발견
한 것이다. 전문가는 NCS를 미용사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만 미용업
의 발전, 회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등 미용사업의 노동시장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관계자 S씨 인터뷰).
미용사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뷰티
산업연구소를 개설하고 NCS 개발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초기 미용업
NCS는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장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
게 일어났고 이에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NCS 모듈 수정 프로젝트를 미용
사회 부설인 뷰티산업연구소가 수행하게 되었다. 미용사회는 미용사 자
격취득 및 숙련과정이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훈련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에 모두 별도로 존재하나 그 커리큘럼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미용담당 선생님이 실무교습능력이
없는 채용과정을 통해 배정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
인한 미용사회 프로젝트 팀은 미용현장에서의 숙련과 교과과정을 일치시
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통해 NCS 모듈 중에서 현장적합성이 뛰어나
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학교 교육기관에서 NCS 학습모듈의 사용
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관계자 S씨 인터뷰).
미용사회에서 NCS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웠던 점은 현장의 언어와 학
교교육상의 언어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미용업의 숙련이 현
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것을 교육과정상의 언어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미용현장에서의 숙련은 어시스턴트과정, 주니어 스
타일리스트, 시니어스타일리스트, 살롱매니지먼트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것을 교과과정과 매칭하여 학습모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냈다.
“NCS를 통해서 어떤 교과과목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중략)… 여기가
60년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자격시험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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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는. 그런 걸 저희가 바꿨거든요.”
“(미용사회가) 출제에도 관여하고 NCS 개발했죠. 그리고 자격도 개발을 하고
…(중략)… 원래 직무분석은 2000년도에 돼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기대가
주축이 돼서 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현장성이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2004년에 저희가 만든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미용과 교수님들이 이력
이 원래 미용 출신 분들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엊그제 제
가 공개수업을 해서 NCS 기반을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아 이거는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교원을 양성하는데 그
임용고사를 보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실기를 안 봐요. 그냥 서술형 시험
만 봐가지고 미용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실기시험을 볼 장소가 없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미용사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보호, 양성, 향상의 측면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보호의 측면에서 미용사회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용사회 영역 시장의 경계확장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0년대 후
반부터 미용이 일반,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별도의 국가자격증으로
분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미용사회의 기존의 업무영역을 확보하려는 노
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미용사회에서는 미용사법의 제정을 적극적으
로 지지해 왔다. 미용사법은 현재 공중위생법 6조에 의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미용사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용사업의 진흥과 미용인력의 효
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위보라, 2009). 미용
에 관한 처음 입법은 1961년의「이용사 및 미용사법」이었다. 이 법이 폐
지된 이후 1986년에는「공정위생법」, 이후 1999년 이후에는「공중위생관
리법」으로 미용사업을 규제해 오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 목
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세척체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후 2000년 9월 조성준 의원,
2007년 7월 문희 의원에 의해「미용사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
였다. 이런 미용업법의 제정은 미용사회에 기회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미
용사업의 활성화와 인력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미용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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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미용인력은 어떠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
자격을 취등한 경우에 한 가지의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미용사법
의 체계적인 규정 없이는 NCS의 확대만으로 시장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숙련인정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숙련근로자의 보호 문제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미숙련근
로자일 때의 근로조건이 나쁜 이유는 현재의 미용사 숙련체계에서 현장
에서 미숙련근로자를 도제방식으로 가르치는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현장에서 미숙련근로자인 인턴이 디자이너 정도의 숙
련근로자가 되려면 최소 3～5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숙련
근로자가 숙련근로자가 될 시기가 되면 한 사업장에서의 경력개발 경로
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경력을 세탁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직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
주는 미숙련근로자를 위해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용사회에서는
이런 업계의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
해 ‘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현
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스스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
하기를 희망하는 신입생을 근로자로 채용한 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서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
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및
학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미용사회는 도제특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미용분야의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용사회는
2016년 ‘미용분야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철, 준오 등 대표적인 미용기업 등 20여 개가 참여하여 전국 9개 산업정
보학교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범식을 개최하였다.36)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으로서 “미용사회는 참여기업과 연대하여 최저
임금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4대보험 등 학습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을 명확히 하였다. 양성의 측면에서 미용사회는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36) 연합뉴스(2015).

제2장 한국 사업협회의 현황과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101

균질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CS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다. 향상의 측면에서의 미
용사회는 미용사들의 숙련향상에서 기술적 향상과 소셜스킬의 향상을 구
분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한다. 미용인들이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
한 수준의 숙련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최대 10년 정도이고, 이 정도의 숙
련자들은 손님이 와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원하는 머리손질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미용사업은 사업으로 기술적 숙련과 노동을 통한 보상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3～5년 정도의 디자이너급 미용사들은 기술적
숙련과 더불어 친화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소셜스킬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용사회 전문가 인터뷰). 향상의 측면에서 미용사회가 ‘오픈마이크’와
NCS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숙련 단계 이전의 디자이너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미 디자이너가 된 숙련인력들, 디자이너가 된 상태에서도 경력개
발을 원하는 사람들, 이미 시장에서 자리잡은 사업주들까지 한목소리가 되
어 경력개발의 필요성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살펴본 바를 통해 미용사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지형을 파악
해보면, NCS의 확대는 미용사회의 역할확대를 가능하게 할 핵심 자원으
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의 ‘방치’의 관계를
벗어나 싱크탱크인 뷰티산업연구소를 통해 상향적 정책개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미용업은 미용기술 숙련인력이 시장을 확장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산업
으로 인력에 대한 관심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다. 그러나 미용업은 체계
적인 국가의 지원을 통한 성장에서는 배제되었고, 단지 현장도제방식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발전하면서 미용업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에
전문과정이 다수 등장하였다. 현재 뷰티미용 관련 학과를 가진 4년제 대
학은 25개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와는 무관
하게 미용사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미용업을 행할 수 있다. 미용
사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은 2015년 8월 이전까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서 시행하는 미용사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이 도입되면서 일정 과정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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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NCS 제도의 확
산과 그 핵심에서 미용업 현장과 교육제도의 일치를 위해 활동하는 미용
사회의 움직임은 향후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미용사회가 부상될 큰 가능성
을 나타낸다.

7.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가. 요양보호사 노동시장
요양보호사37)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2008.7)에 대비하여 종전의 노인복지법상에 정의되어 있던 직업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의 기능 및 지식 수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요
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요양보호
사라고 하는 칭호를 갖는 직업군이 탄생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란 바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약 130여 명이다. 이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15년 말 기준 294,788
명에 달한다.38) 2014년 대비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요양보호사 활동 현황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32,639

233,459

252,663

266,538

294,788

재가기관

196,784

192,830

206,971

216,358

241,323

시설기관

39,902

45,234

51,449

56,072

60,386

합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37) 지식문화재단 사회권익센터(2015).
38)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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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매우 열악한 일자리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간 여러 연구들과 증언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다.
나. 협회의 현황과 제도적 기반
요양보호사회는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정보교환, 친목도모와 서비스 향
상을 위한 학술연구, 요양보호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의 권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요양보호사회는 협회
지역단위로 취업정보망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그를 통해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율적
으로 발전되어 궁극에 노인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협회 출범은 2003년에 ‘케어를 사랑하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이 발
전하여 2007년 한국요양보호사협회로 명칭을 변경, 현재에 이른다. 그 사
이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난립되어 있던 협회들의 통합
이 일부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1년에 단행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요
양보호사의 대표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난립되어 있는 협회구조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
고하는 이들의 협회들은 2011년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했
다. 구체적으로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협의회, 한국요양보
호사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등 4개 단체가 통합하여 2011년
10월 5일 한국요양보호사협회로 재출범한 것이다. 이후 지역에서 자생적
으로 출현한 여러 요양보호사 관련 단체들은 요양보호사회의 지회로 가
입, 이 단체의 전국적 조직화의 모양새가 형성되어 갔다. 그런 뒤인 2012
년 4월과 9월에 요양보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내
줄 것을 재차 두 차례 신청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모두
다 반려 처분을 내렸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표명
하며 타 단체들과의 통합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단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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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K씨는 이에 대해 이는 법적 요건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요
구였다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관계자 K씨 인터뷰).
현재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한국기독교요양보호
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연합중앙회 등과 계속적으로 통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통합을 위한 총회를 개
최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16년 현재까지도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예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요
양보호사협회의 소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운영과이다. 그러나
2016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관련 단체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회원자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요
양보호사 중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가입자는 3만～4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페이지 가입자 수까지 통산한 수치이다. K씨에 따르면, 복지부에
서 한국요양보호사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반려하며 요구한 회원 수는 7만
정도이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진성회원은 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회비
를 납부하는 회원은 극히 적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비는 월 천 원으로
1년에 1번 납부하는 회원들은 연 만 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으로 인해 협회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협회 회원은 협회 초기에는 60대가 주였는데 최근 40대로 주류 연령대
가 낮아지고 있으며 간혹 20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협회 회원 중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에는 상근인력
이 2명이고 봉사 차원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이 3명 정도라고 한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협회인력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
며, 활동비의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봉사의 차원에서 협회업
무를 수행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관계자 K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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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여느 타 단체에 비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나 협회의 자원부족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9년차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온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처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결
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는 여러 활동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요양서비
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 또는 ‘배척’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는 2008년 장기요양보호보험의 시작과 국가자격증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생겨남으로써 직업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요건을 갖추어
2012년 6월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2012년 7월, 2013년 3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지속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
었다. 반려의 이유는 명확치 않았으나 사단법인 반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기준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28만 명 정도이니 7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재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보수교육, 요양보호
사 자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부처의 자기업무 챙
기기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공단소속으로 하여 조직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의 설립,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이
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확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교육원, 요양센터 등 수익이 되는 사업만을 맡아서 하려고 하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
한 상황은 요양보험의 발전과는 먼 이야기이며, 요양보호사들과 직접 교
감이 가능한 요양보호사협회가 보수교육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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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련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운수노조 의료
연대본부 돌봄지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는
2008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2012년 10월 돌봄지부
로 출범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으로서 돌봄지부와 직업단체로서 전국요양
보호사협회는 공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선전물 활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9) 돌봄지부는 2013년 시립중랑노인전문
요양원 투쟁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설명회,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등
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있어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2013
년에는 고양파주분회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울시립동부요양원
분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노조활동은 현실에서 많은 제재에 부딪친다고 한다. 이미 요양보호사들
이 노조에 가입하여 급여문제를 제기하거나 급여명세서 발급 같은 요구
를 하면 사업주들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
여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추구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대립적 관계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닌 직업단체의 하나로 이해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본 단체가 노조로 인식되는 것을 꺼리며, 사단법
인으로 인정받고 하나의 직업대표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요양보호사협회의 미래는
정치권에서의 쟁점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관계자 K씨 인터뷰). 실질
적으로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통합 출범함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실에서
주도하는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회의원실에서 주
관한 정책토론회는 2012년, 2013년(이목회 의원 주관 정책토론회), 2014
년(조원진 의원 초청간담회)에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요양보호사회
연혁을 보면, 2003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국회의원을 접촉한 사례가
여러 번 등장한다.40) 이는 협회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자생할 수
39)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선전물(http://www.khwu.org/xe/index.php?mid=doc&doc
ument_srl=4188337).
40) 2012.10.17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방문/기념행사관련 협조요청
2014.10 김춘진․정우택․이명수․조원진 의원실 방문 정기총회 및 사단법인 관
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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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총회나 각종 행사 주최 시
도움을 얻고자 한 행위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NCS 과정개발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요양보호사가 의료기술지원에 속해있고 NCS 과정평가 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점이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NCS
에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참여함으로써 현장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한국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활동양상을 진단하
고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역사와 제도, 그리고 거버넌스 양상과 정책행위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 산업협회 및 직업단체에 속하는 7개 기관들
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사례로 다룬 대상들은 우리나라 사업협회들에 관한 공통된 특징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들 모두 노동시장의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
는 가운데 산업공통역량기준 마련 등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사업
협회들이 일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할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해당협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 정부에 종속적인 상황을 유지
하고 있다. 필요 내지 당위와 현실의 이러한 괴리 속에서 한국의 사업협
회들은 저마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맹아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실천들
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협회의 역할 범위에 관해서
2015. 4.10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면담
2015.7.7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 면담/한국기독교요양보호사협회와 통합 합의
2015.10.6 이명수 의원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통합합의
2016.6.15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 예방/사단법인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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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회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협회의 역사, 정부와의 관
계, 해당협회가 지닌 자원, 리더십과 실무자들의 역량, 해당협회가 발딛고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차별성에서 기인한다.
사례분석 대상 기관들 중 전반적으로 SW협회 정도만이 회원사와 종사
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도적
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SW협회는 횡단적 노
동시장 질서구축에 부합하도록 임금, 교육훈련 등 산업별 기준을 만드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타협회들은 인력숙련과 종
사자의 고용의 질 등 개별화된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며, 노동시
장의 포괄적인 질서 재구성에 나설 정도의 역량과 의지를 지니고 있지 못
한 상황이다.
협회가 갖는 고유의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조건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그들의 현재의 역할 및 앞으로의 역할확대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를 유발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협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여러 모습
을 띠고 있으며, 한국적 맥락에서 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확
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협
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보아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적 성격을 취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산업이 발전하고 규제완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성격은 차차 흐려지고 있어 보인다. 이제는 협회
자체의 비젼과 역할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국가의 태
도가 차별적이고, 협회의 역량도 차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노동
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성격차이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 보인다.
본 장에서 분석한 대상들을 놓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에
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들은 국가와의 관계의 측면을 중심에 놓
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시각에서 현
재 한국의 협회는 크게 보아 ‘협치의 파트너’이거나 ‘방치된 행위자’이거
나 ‘배제된 행위자’의 모습을 띄면서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SW협회의 경우 ‘협치의 파트너’로서 산업발전과 협회의 성장, 노동시장
구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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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한국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활동 : 과거, 현재, 미래

한국소프
트웨어협
회

한국전자
정보통신
진흥회

노동시장행위
NCS와 ISC(SC) N C S / I S C
자로서의 기존
활동 범위
사업수행
활동
- ISC에 대표단
체로서 참여함
(2015년 우수 - 일․학습
- 기술자 신고
병행제
ISC로 선정)
제도
- 개발진 및
- SC 참여
- 평균임금
심의위원
- NCS 개발
조사
추천
(2014년 전
- 국가인적
면개편과정 - 과정평가
자원개발컨
형 신자격
부터 참여,
소시엄
개발
2015년 신규
개발 2건, 보완
개발 3건)
- 통계 : 디지
털 전자 시
장동향분석
- 창조아카
데미( 전문 - ISC 참여
- 일․학습
인력양성) - SC 참여
병행제
- 국가인적 - NCS 개발
자원개발
컨소시엄
- 이공계전
문기술연수

한국자동
차산업협
회

-

- SC 참여(과거)
- NCS 개발

- SC 참여
한국자동
- NCS 개발
차부품협
- 월례 CEO
동조합
포럼

대한미용 - 법정 보수
- NCS 개발
사회중앙 교육
회
- 오픈마이크

한국요양
- 국회위원과 - NCS 참여
보호사협
간담회
(위원)
회
자료 : 필자 작성.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산업별 노
동시장 구축 역할 증대 가능성
- ITSQF의 구축: 정보기술 NCS
를 통해 자격과 교육훈련의
평가요소와 경력과 학력의 평
가요소 통합; SW기술자 신
고제도와 연계; 사업대가 반
영; 채용연계플랫폼-시스템화
-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기존
활동과 NCS와 ISC의 자원
을 기회로 삼아 산업별 노
동시장 구축을 위한 시스템
화를 시도함
- ISC․NCS 사업들이 사업단
위로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
음: 산업내 협회의 지위에 비
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
할이 체계적이지 않음
- 협회스스로의 노동시장행위
자로서의 비전구축과 의지
향상이 요구됨

- 회원사가 대기업으로 노동시
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
할 입지가 좁음
- 산업 특성상 중소 제조업들
이 조합사로 KAICA의 노동
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공간
X
은 충분함
- 협회 내 역량 구축과 구체적
비전제시로 노동시장행위자
로서의 역할 가능성 제고
- 서비스업의 부상과 회원들의
사회적 요구 증가로 협회의
- 일․학습
역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병행제
- 인력양성과 시장확대의 측면
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가능성 제고
- 절대적 취약업종인 요양보호
사의 고용의 질 등 기본적 노
X
동권 보호를 위한 협회의 노
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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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달리 KEA, KAMA, KAICA는 ‘방치된 행위자’ 상태들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는 산업규제를 약화하며 관련 협회에 대한 의미부여와 통제
모두를 감소시켰고,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협회들
과 협치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협회들도 크게 보아 각자의
생존을 협회 스스로 고민하고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KEA와 KAMA는 대기업들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과 인력
의 안정성이 유지되나, KAICA의 경우는 인력과 재정의 영세성하에서 노
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은 더욱 제약적이다.
이들 산업협회와 달리 미용사회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업집단은 사실
상 ‘배제된 행위자’로서의 모습을 띈다. 미용사회의 경우 산업 분류상 공
중위생업에 속해 구체적인 산업 역량을 논의할 주무 정부부처가 존재하
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는 미용사의 직역확보 행동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
명하고 있는 상태로 의견대립이 존재한다. 요양보호사회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이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는 것조
차 꺼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요양보호사 고용의 질 문제 등을 놓고 목소
리를 내는 것에 주의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오늘날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증진시켜
감에 있어 협회들의 조건과 역량의 차이와 무관하게 그들은 보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NCS의 구축과 그것을 위해 설치된 ISC들
에 참여하며 많은 자원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아 인력동향통계조사 등의
각종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직무역량체계와
교육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주도적 성격이 강한 것을 부인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회는 사업협회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주도 하에서도 실질적
인 수행주체는 산업 내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협회들이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량의과 조건
의 차이 속에서, ISC에서 그들의 역할 수행 방식과 수준 역시 상이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SW협회는 정보기술 ISC 대표단체
로서 협회가 수행하던 기존업무들과 NCS․ISC 국면의 새로운 사업들을
산업별 직무역량체계로 시스템화 하여 추진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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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실을 중심으로 인력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
는바, 협회는 산업별 직무역량체계인 ITSQF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경력
관리를 통해 이를 SW사업대가에 반영하고 직무역량별 채용제도를 구축
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ISC․NCS 국면 이전에는 노동시장행
위자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던 협회가 새롭게 역할을 맡으며 부
상해 가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용사회의 경우 NCS 체계가
등장하기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숙련과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NCS에 미
용사회가 참여하며 미용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교 커리큘럼의 문
제점을 개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사례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기반
할 경우, 일부 협회들은 - 예컨대 조선, 섬유 - ISC 내에서 NCS 의제를 넘
어서 인력구조조정의 산업별 대책이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문제 등 해
당 업종의 노동시장 현안을 풀어내는 쪽으로 ISC의 기능을 확장시켜 가
려는 경향을 보이고도 있다. 분명 여전히 ISC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
협회들은 여전히 정부주도성하에서 수동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ISC를 매개로 한 업종별 노동시장 거버넌스 체
계의 구축전망이 미래에 긍정적일 여지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협회 자체의 의지
와 역량의 중요성은 놓칠 수 없는 사실로 본 장에서 다룬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NCS․ISC적 측면에서 협회들은 각기 산업의 ISC 대표단위에
의 참여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 적
지 않은 부분이 협회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에서도 기인한다. SW협회는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산업별 직무능력체계인 ITSQF를 제시하고 경력관
리, 채용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적 사고로 산업 내 인적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하려는 적극성을 보이는데, 이는 협회의 인적 역량을 그러한 쪽
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 달리 KEA는 인적자원 관련 정책들이 하나의 비전(vision)하에 포괄적
으로 수행되지 못한 채 협회 내의 단위업무로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다.
KAICA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여 ISC 참여 자체를 꺼리
는 상황이며, KAMA도 노동시장 의제에 대한 적극성은 결여되어 있다.

112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한국의 협회들의 기능의 중심점은 일단 서비스 제
공자로서의 역할에 주로 맞추어져 있어 보인다. 협회들이 제공하는 서비
스는 산업관련 통계, 산업인력 교육, 산업관련 정보제공 등 한 기업이 수
행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사고가 지
배적으로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사
업협회가 갖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쪽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NCS와 ISC의 진행은 사업협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협
의의 주체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도록 하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
등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이해대변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ISC가 지니고 있는 정책협의기구로서의 잠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것이 일정하게 산업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의 해결방
안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형성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게다가 출범 2년이 지나면서 대상업종들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2016년 4
개 추가)도 긍정적이다. 비록 노동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며, 산업계
의 이해대변에서도 ISC 대표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절대적인 한계가 여
전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진다면, 향후 업종별
노동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가장 진전된 단계인 규제자로서의 역할 수행
의 활성화 가능성도 - 비록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 점칠 수 있으
리라 보여진다(표 2-26 참조).
요컨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처해 있으나 한국의 사업협회
들은 현재 불균질화된 노동시장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 해당업종에서
의 고용기회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
고 있으며, 자신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확장의 기회를 공히 엿
보고 있다. 비록 협회의 제도와 역사,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 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현재 협회의 역할 차이는 편차가 있
고,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현재의 역할은 미비하지만, 새로운 기회 속에서
일정한 역량을 갖추어 나가면서 미래에 그 역할의 부상 가능성을 닫아두
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균형잡힌 노동시장 질서에 대한 정책수요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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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이들의 역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고에서 분석한바 각
협회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그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2-26> 한국 사업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행위양태 사례요약
의사결정의 주체
(정책협의)
역할 예시

인자위, NCS

한국소프트
웨어협회

ISC 참여(대표단체)
SC 참여
NCS 개발
개발진 및 심의위
원추천
- 과정평가형 신자격
개발

서비스공급자

규제자

직업훈련, 정부사업

임금교섭 단체
교섭

비고

- 기술자 신고제도
- 평균임금 조사 개발자 숙련등
- 국가인적자원개 급과 표준임금 법정단체
의 마련
발컨소시엄
- 일학습병행제

한국전자정 - ISC 참여
보통신진흥 - SC 참여
회
- NCS 개발

- 통계: 디지털 전
자 시장동향분석
- 창조아카데미(전
문인력양성)
없음
- 국가인적자원개
발 컨소시엄
- 이공계전문기술
연수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 SC 참여(과거)
산업협회
- NCS 개발

- 각종 투자정보
제공
- 언론홍보활동

없음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 - SC 참여
품협동조합 - NCS 개발

- 월례 CEO 포럼 없음

사단법인

대한미용사
- NCS 개발
회 중앙회

- 법정 보수교육
- 오픈마이크

없음

사단법인

없음

사단법인 인
가 시도 중

한국요양보 - NCS 참여(위원)
미확인
호사협회
- 국회위원과 간담회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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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규율 : JSLA의 역할을 중심
으로

제1절 머리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정규직 위주의 기업별 노조를 중심
으로 한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勞動
政策硏究․硏修機構 編, 2007). 일본에서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4분기 기준으로 37.9%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비
정규 노동자 계층, 그중에서도 특히 ‘고용의 외부화’에 따른 간접고용 노
동자들의 이해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제조업 사내하청업체의 사업주들로 구성된 사
단법인인 일본생산기능노무협회(Japan Production Skill Labor Associotion,
이하 JSLA로 표기)가 노동시장행위자41)로서 이들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
동자들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실질을 규율
하는 데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도 시사하는 바 크다. JSLA는 정관에서 “본 협회는 제조업 등에서의 노
41) 이 보고서에서 노동시장행위자란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들의
전체(the totality of institutions that influence the supply and demand for
labour)’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형성이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
여 상호작용하는 행위주체들로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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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취업 안정과 노무관리의 개선 등을 도모하며 이와 아울러 제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기능노동자를 양성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42) 2016년 9월 현재 제조업 부문의 주
요 하청업체 92개사가 동 협회에 정회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43)
<표 3-1> JSLA의 주요 활동
- 1989년 결성된 ‘일본사내하청협의회’(1994년 ‘일본사내하청협회’로 명칭 변경)
가 전신으로 2000년 설립.
- 후생노동성 ‘제조업 도급사업 적정화 및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회’ 참가
(2006).
- 후생노동성 ‘제조도급에서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
트’ 작성 참가(2007).
- 후생노동성 위탁사업 ‘제조업 도급사업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
업’ 수탁(2007～현재).
- 일본제조아웃소싱협회(JMOA)와 단체 통합(2009).
- 전기연합 ‘전기산업 제조현장 아웃소싱 실태조사’ 참가(2009).
- 제조아웃소싱업계 전체의 행동지침의 성격을 갖는 ‘CSR 선언’ 발표(2009).
- 후생노동성 위탁사업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 운영 지원
(2009～현재, 2012년부터 심사지정기관).
- 노조 내셔널센터 렌고와 ‘파견․도급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파견․도급사업의
적정․건전한 운영의 촉진에 관한 공동선언’ 체결(2010).
- 후생노동성 위탁사업 ‘파견․도급노동자 능력개발 커리어 형성 지원 세미나’
실시(2010).
-『제조도급 적정화를 위한 가이드북』발간(2011).
- 일반사단법인으로 이행(2012).
- 후생노동성대신에게 ‘개정 파견노동법 시행에 임해서의 의견서’ 제출(2012).
- 일반사단법인 인재서비스산업협의회 설립(2012).
-『알기 쉬운 제조 도급․파견 가이드북』발간(2012).
- 후생노동성 ‘파견제도개선연구회’ 참석(2012).
-『알기 쉬운 제조도급․파견 가이드북 시리즈 : 생산관리편』발간(2013).
-『알기 쉬운 제조도급․파견 가이드북 시리즈 : 품질관리편』발간(2013).
- 렌고와 2012년, 2014년 두 차례의 노동자파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공동선언’ 체결 추진 중(2016).
자료 : http://www.js-gino.org/jsla/profile.html의 연혁에 기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추가함.
42) http://www.js-gino.org/jsla/teikan.php
43) http://www.js-gino.org/jsla/membe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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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LA는 위의 정관상 목적 규정에서 보는 바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주요한 목적으로 이를 정관에 명기하여
조직된 사용자단체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노사
관계 행위자로서의 사용자단체를 포함하여, 기업이나 단체 혹은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이 회원이 되어 구성되는 비영리단체는 모두 ‘업
계단체(業界團體)’로 포괄된다. 이들 업계단체는 해당 업계 차원에서 이
해가 공통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사관계 행위자로서의 사용자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산업정
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각종 심의회 등에의 참가를 통하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 JSLA 또한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제조업 파견노
동이 허용되고 위장도급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제조업무 도급사
업의 ‘적정화’가 정부의 주된 정책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표 3-1>에서
와 같이 정부 정책의 전개과정에 주요한 행위주체의 하나로서 깊숙이 관
여해 왔다.44)
이 보고서는 이질화되고 분화되어 가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질서
(new order)를 형성해내기 위해 전개되는 기존의 노사관계 행위자 이외
의 주체들의 새로운 실천 양상을 국가별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에서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
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내하도급의 실질을 규율하는 데 업계
단체인 JSLA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
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제2절에서는 먼저 일
본에서 사내하도급이 제조업 부문에서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 그 기능
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조업 사내하
도급의 ‘적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나아가 제4절에서
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이 JSLA의 관여하에 구체적으로 어
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상의 검토에

44) 일본에서 간접고용과 관련된 주요한 업계단체에는 JSLA 이외에도 (사)전국구인
정보협회, (사)일본인재소개사업협회, (사)일본인재파견협회 등이 있다. 이들 4개
업계단체들을 중심으로 2012년에는 새로이 (사)인재서비스산업협의회가 설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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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2절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확산과 기능

주지하다시피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로부터 발주받은 도급 업무의
완성을 위해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사업장에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배치하여 자신의 지휘명령하에 해당 업무의 처리를 수행하게 하는 노동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45) 일본에서는 거품경기가 붕괴되고 일본 경제
가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한 1990년대에 들어서 제조업 부문에서 사내하
도급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철강업이나 조선업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사외공(社外工)’이란 명칭으로 협력회사의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이들 산업 이외에 ‘임시공(臨時工)’이
나 ‘기간공(期間工)’ 등 단시간노동자나 기간제노동자를 다수 활용해 온
전기․기계․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체하여 간접고용 하청노
동자들의 활용이 이 시기에 대폭 늘어난 것이다(仁田道夫․久本憲夫編,
2008: 53～56; 濱口桂一郎, 2015; 木村琢磨, 2010a). 일본 총무성이 실시하
는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단위에서 제조업에 종사
하는 고용자총수에서 차지하는 파견․하청노동자수의 비율은 1996년
4.2%에서 2004년에는 9.0%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厚生勞動省, 2006:
153). 후생노동성이 실시한「2004년 파견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
년 제조업 부문의 하청노동자는 86만 5천 명, 파견노동자는 13만 명, 합계
99만 5천 명에 이른다.
이 시기 하청노동자의 활용은 주로 ‘노동비용의 삭감’과 ‘인건비의 변동
비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46)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가
운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감량경영’이 강하게 요청된
45) 사내하도급의 법적인 용어는 ‘업무처리도급’이다. 그 개념은 菅野和夫(2016: 367)
참조.
46) 이 절의 이하의 기술은 주로 木村琢磨(2010a)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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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 배경이다. 제조사업장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동비용 삭감의
방편으로서 비교적 ‘업무의 단순화’가 진전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청노동
자를 비롯한 저임금노동력의 활용이 기해졌다. 특히 일본의 제조업체에
서는 정규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직능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직
무의 내용에 변화가 없더라도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이유로 한 승급(昇給)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도급받은 업무의 내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직무급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청업체 간 경쟁에 의해 시장임금
에 가까운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업무의
단순화’가 진전된 부문을 하청노동자가 맡도록 함으로써 발주업체는 상
당한 노동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모집․채용 및 작업관리(생산․품질관리)와 노무관리 비
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것도 노동비용 삭감의 중요한 측면이다.
인재의 모집․채용은 하청업체의 주요 업무이며 전문화 및 규모의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다.47) 채용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발주
업체로서도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처리도급의 경우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하청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청인
발주업체는 작업지시와 진척관리를 하청업체에 전적으로 떠맡길 수 있다.
나아가 원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노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만
큼 일정한 안전배려 책임을 지게 되지만,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처리를 도급받은 하청업
체이다. 즉, 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하청업체이므로 하청노동자의 급여
계산 등 임금관리, 각종 노동보험 처리, 법정외 복리후생 관리, 건강진단
실시 및 고충처리 등은 하청업체가 맡게 된다.

47) 전국이나 특정 지역 단위에서 제조업무의 도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하청
업체들은 한번 채용면접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모두 취업희망자로서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한 다음 발주업체로부터의 수주 상황에 대응하여 이들 가운데 취업 가
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다. 업계 내에서 지명
도와 실적이 높은 하청업체의 경우 수주가 거의 끊임없이 이루어져 하청노동자의
모집활동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주에 맞추어 단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
니라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태라 할 수 있다(木村琢磨, 2010a: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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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본 기업이 간접고용의 하청노동자들을 적극 활용하게 된 데
는 노동비용의 삭감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변동비화’도 주된 요인으로 작
용했다. 인건비의 변동비화란 곧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 즉 필요
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확보하고 또 필요가 없어지면 잉여인력을 언
제든 방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는 제품생명주기
의 단기화 및 제품수요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직접고용 리스크의 부담
을 해소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의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수요의 증감에
대응하여 단기의 고용계약을 반복갱신해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것
도 고용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주요한 방편이다. 하지만 상당 기간을 경
과하여 반복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계약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하며, 따라서 업무처리도급 계약을 활용하는 편
이 직접고용에 따른 고용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나아
가 직접고용 노동자의 인건비는 고정비로 분류되지만 하청노동자의 활용
과 관련된 비용은 변동비로 분류됨으로 해서 고정비를 가능한 한 억제하
여 재무체질을 양호하게 보이게 할 필요에서도 외부인력 활용이 선호되
었다.

제3절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추진 배경

원칙적으로 파견노동을 자유화한 후 적용 제외 업무만을 특정하는 ‘네
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1999년 기존의 노동자파견법(1985년 법률 제88
호)이 개정되고, 2003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 금지가 해제48)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제조분야의 파견노동이 급증했다.49) <표 3-2>에서와 같이

48) 구체적으로는 용접, 주조, 가공, 조립, 세정, 도장, 운반 등 제조 공정상 작업과 관
련된 업무(파견법 부칙 4조)들이다. 제품의 설계․디자인, 생산 공정에 원료를 반
입하는 업무, 완성된 제품의 운반․보관․포장 업무, 제조용 기계 점검 업무, 제
품 수리 등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9) 일본에서의 노동자파견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는 菅野和夫(2016: 368～4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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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파견노동자수 추이
(단위 : 명)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특정파견
상용고용
68,941
135,401
156,850
220,734
274,710
332,230
298,705
293,111
302,837
295,983
286,816

일반파견
상용고용
82,886
137,392
455,782
645,767
741,644
844,789
659,970
649,786
554,372
553,075
512,069

일반파견
상용고용 이외
146,703
264,220
626,200
651,687
727,512
806,317
614,738
536,375
512,602
502,076
474,317

합계
298,530
537,013
1,238,832
1,518,188
1,743,866
1,983,336
1,573,413
1,479,272
1,369,811
1,351,134
1,273,202

자료 : JILPT(2015), p.37.

일본의 파견노동자수는 2000년에는 537천 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제조업
파견이 허용된 2004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08년에는 1,983천 명에 이르
게 되었다. 하지만 동년 말 리먼쇼크를 겪은 후 2009년에는 1,573천 명 수
준으로 급감하여 2013년 현재 1,273천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3년 파견법이 개정되어 제조업 파견노동이 허용됨에 따라 사회문제
로 불거진 것이 바로 ‘위장도급’이다. 위장도급이란 실태는 노동자파견(또
는 노동자공급)임에도 형식은 업무처리도급을 위장하고 있는 것을 가리
킨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 굴지의 대기업인 캐논, 마츠시타전기(현 파나소닉) 등에서의 위장도
급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위장도급이 사회문제
로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朝日新聞特別報道チーム, 2007).50)
일본정부가 JSLA를 지원하여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적정화’ 정책을 적
극 추진하게 된 데는 위장도급의 사회문제화와 아울러 이른바 ‘2009년 문
제’에 대한 대응이 주된 계기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3년에 파

50) 이를 계기로 후생노동성은「偽装請負の解消に向けた当面の取組について(위장도급
해소를 위한 당면의 대응에 대하여)」(2006.9.4. 基發第0904001号, 職發第0904001
号)라는 행정 지침을 발표하여 감독․지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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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법이 개정되어 제조업 파견노동이 허용(2004년 3월부터 시행)된 후, 2007
년 3월부터는 제조업 파견 가능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3
년의 기한 설정은 2006년부터 노동자 파견을 활용하기 시작한 제조 현장
부터 적용됨으로 해서, 2009년부터는 파견 가능 기간이 상한에 달하는 사
용사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파견 가능 기간이 상한
에 달한 사용사업체의 경우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문
제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행정에서는 ‘2009년 문제’라 부른 것이
다(石崎信憲, 2009, 제4장).
이 이른바 ‘2009년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무 차원에서 거론된 것
은 ① 냉각(쿨링) 기간 설정에 의한 파견노동의 계속 활용, ② 파견노동자
의 배치전환, ③ 기간제노동자 직접고용체제로의 이행, ④ 완전도급화 등
의 시책이다(木村琢磨, 2010b). 이 중 ①～③의 시책은 사용사업체의 입장
에서 볼 때 모두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먼저 ①의 시
책은 냉각 기간인 3개월 동안 인력을 배치하지 못함으로 해서 업무 수행
의 공백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것이 우려되었다. ②의 시책은 특정 업무에
종사해 오던 파견노동자를 다른 업무로 이동시켜 파견기간을 형식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인력의 배치전환에는 비용이 들며 해당 업
무가 비교적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경우 그 비용은 더욱 커진
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③의 시책의 경우 유기고용계약이라 할지라도 계
약이 반복 갱신될 경우 고용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커지며 이것이 고정비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2009년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노동자파견은 어디까
지나 ‘임시적․일시적인 노동력 수급조정을 위한 장치’이므로 파견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당해 업무의 처리가 요구될 경우 기본적으로 ‘지휘
명령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고용, 지휘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
으로 대응할 것을 행정 지침으로 시달했다.51) 이에 따라 ‘장기적․항상적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 일정 정도의 규모로 사외 인력을 활용할
51) 이 부분은 후생노동성이 2008.9.26.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노동국장 앞으로 보
낸「いわゆる「2009年問題」への対応について(이른바 ‘2009년 문제’에의 대응에
관하여)」(職發 第0926001号)라고 하는 서신에서 파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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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정’한 업무처리도급체제를 구축하는
편이 사용사업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실무적으로
기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항상적 업무에는 하청노동을 활
용하고, 파견노동의 활용은 임시적․일시적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처리도급은 지휘명령권을 하청업체가 행사
해야 하므로 하청노동자는 특정한 공정(업무)을 단위로 한 ‘그룹’으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상의 판단 또한 기해졌다. 원청업체의 노
동자와 ‘혼재’해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동자파견으로 간주될 소지가 크
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처음부터 파견노동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또한 그 활용이 장기간에 이를 경우 파견노동이 아니라 직접고용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木村琢磨, 2010c).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생산 현장에서의 철저한 개선활동과 함께
제조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외부노동력의 활용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는 인식 또한 일본 정부가 제조업 사내하도급
의 ‘적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 주요한 배경 요인이다. 뒤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는 2007년에 사내하도급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청 및 하청사업주가 각기 강구해야 할 조치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행정 지침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동년부터 매년「제
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업」을 JSLA에 위탁하
여 지금껏 시행해 오고 있다. JSLA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전문가와 제조업(원청) 사용자단체 및 하청사업주 단체 대
표 등으로 구성되는 ‘제조도급사업개선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
를 중심으로 제조업 도급사업의 ‘적정화’ 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는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도급사업의 ‘적정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바로 제
조도급업계의 ‘시장경쟁의 건전화’에 다름아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제조도급업계의 ‘시장경쟁의 건전화’가 요구되는지는
제조도급 우량․적정사업자 인정제도의 ‘설계’ 사업이 실시된 2009～10년
도판 JSLA의 보고서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日本生産技能勞務協會,
2010: 5～6). 논점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진다. 첫째는 위장도급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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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이다. 계약상으로는 업무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형태로 사업
이 수행되는 위장도급의 경우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노동자파견
과 동등한 수준으로 억제하여 서비스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장도급이 그대로 방치되면 제조업무의 도급시장
에서 부적정하고 불공정한 덤핑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부적
정하고 불공정한 덤핑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 위장도급을 하는 사업자
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어 적정하면서도 양질의 도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가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져 시장으로부터 축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조도급을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고용관리 개선과 관련된 문제
다. 이들 업체가 법령으로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하청노동자의 안전위생,
고용안정, 능력개발, 처우개선 등 고용관리개선 관련 시책을 충실히 해나
가는 것은 노동자들의 후생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발주
자인 원청제조업체의 현장 제조 능력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관리개선시책 또한 실시하는 데는 비용이 들며, 따라
서 이러한 시책을 펴는 데 무관심한 하청사업자가 가격경쟁에서는 우위
에 서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량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는 효과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원․하청 간 거래관계의 문제이다. 글로벌 경쟁 환경하에서 발
주자인 원청업체는 통상의 부품공급업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사내하
도급업체 대해서도 단가인하에 따른 저가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게
되기 십상이다. 업무도급은 노동자파견과는 달리 하청업체가 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 그 때문에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노동자 외에도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를 하는 노동자를 도급 현장에 배치
해야만 하며 노동자파견에 비해 그에 상당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요구된
다. 또한 업무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설비는 하청
사업자 스스로가 보유해야 하며 발주자인 원청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도급이 법
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파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며 따라서
노동자파견에 비해 고액의 서비스가격이 설정되지 않으면 채산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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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부적정한 위장도급을 하는 사
업자나 고용관리 수준이 저열한 사업자가 오히려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고 적정 우량 사업자의 이익을 갉아먹거나 경영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
합리한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2008년말 리먼 쇼크 이후 일본에서는 주로 파견노동
자의 고용계약해지 위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져 파견노동자수의 규모가
급감했다. 그 후로도 파견노동자수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는 일본 기업들이 파견노동보다는 하청노동을 선
호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JILPT가 상장기업 223개사
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리먼 쇼크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의 고용 전망을 묻는 설문에 대해 <표 3-3>에서와 같
이 파견노동자의 경우에는 사무계, 기술계, 제조계 할 것 없이 모두 ‘늘인
다’기보다는 ‘줄인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도급이나 아웃소싱은 ‘늘인다’는 비율이 36.3%로 ‘줄인다’는 비율 6.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일본 기업들은
사용자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한 파견노동을 활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업
무처리도급을 활성화하는 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노동비용의 삭감 및 인건
비의 변동비화를 목적으로 1990년대 들어 사내하청노동의 활용을 지속적
으로 늘려 왔다.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하청업체간 경쟁에 의해 시장임금
에 가까운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공급 초
과인 상태에서 하청업체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유보임금에조차 못 미
<표 3-3> 경기 회복시의 고용 전망
정규(n=210)
비정규(n=187)
파견(사무계, n=170)
파견(기술계, n=112)
파견(제조계, n=82)
도급․아웃소싱(n=135)

늘인다
30.5
24.0
8.2
14.3
11.0
36.3

자료 : 勞動政策硏究․硏修機構(2010), p.8.

현상 유지
62.4
65.2
70.0
70.5
68.3
57.0

줄인다
7.1
10.7
21.8
15.2
20.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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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수준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원청업체는 작업(생산․품질) 관리와 노무관리의 부담을 전적으로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하청업체가 충분한 작업관리 및 노무
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생산의 효율성에 커다란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을 떠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적정화’를 통해서 ‘시장경쟁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은 원․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한 것
이다.

제4절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전개

1.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의 제정
전후 일본에서 이른바 ‘노동자공급사업’은 강제노동, 중간착취, 사용자
책임의 불명확성 등의 폐해를 수반하기 쉽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금지
되었다(직업안정법 제44조).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처리도급 계
약에 기초한 하청노동의 활용은 노동자공급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
유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허용되어 왔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요건을 말하며, ① 작
업의 완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재정상․법률상(민법 632～642조) 모
든 책임을 질 것, ②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것, ③ 작업
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법률(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
법, 노동재해보험법, 노조법 등)로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는 자일 것, ④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器材) 혹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재료․자
재를 사용하거나, 기획 내지 전문적인 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는 자로서 그저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이지 않을 것 등이다(菅
野和夫, 2016: 70).
1985년 노동자파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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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고용관계하에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당해 타인을 위해 노동에 종
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파견노동(파견법 2조1호) 또한 노동자공급
사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끔 되었다. 이에 따라 파견법 시행을 앞두
고 후생노동성은 ‘노동자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분기준’을 행정지침인
‘고지(告知)’ 형식으로 공표했다(표 3-4 참조). 이 지침에서는 도급으로 인
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요건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본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자신이 직접 이용하는 자’라고 하는 ‘노무관
리의 독립성’ 요건이다. 둘째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자신의
업무로서 당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리하는 자’라고 하는
‘사업경영의 독립성’ 요건이다.
첫째 요건인 ‘노무관리의 독립성’의 주된 내용은 ① 하청노동자의 업무
수행(방법과 평가)에 대한 지시와 기타 관리, ② 하청노동자의 노동시간
(출퇴근․ 휴식시간, 휴일, 휴가, 시간외 노동 및 휴일 노동 등)에 대한 지
시와 기타 관리, ③ 기업 내 질서 유지, 확보 등(하청노동자의 복무상 규
율에 관련된 사항, 노동자의 배치 등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위한 지시와
기타 관리 등을 하청사업주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요건인 ‘사
업경영의 독립성’의 주된 내용은 ① 업무 처리에 요구되는 자금의 본인
책임에 의한 조달 및 지불, ② 민법․상법 등에 기초한 사업주 책임의 수
행, ③ 기계, 설비 혹은 기재, 재료 혹은 자재 등의 본인 책임에 의한 조달
등이다. 나아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기획 또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기술 혹은 경험에 기초하여 업무
를 처리할 것’ 또한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충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하
청사업주에게 요구되고 있다.52)
52)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사건(대법원 2015.2.26. 선
고 2010다106436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견이냐 도급이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①
제3자(원청업체)가 당해 노동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노동자가
제3자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하청업체)
가 작업에 투입될 노동자의 선발이나 노동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 시
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
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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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노동자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분기준
(1986년 勞動省告知 제37호, 최종개정 2012년 厚生勞動省告知 제518호)
제1조 이 기준은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 이하 ‘법’이라 함.) 시행에 따라 법의 적
정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파견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노
동자파견사업을 의미. 이하 동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필
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자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급 형식에 따른 계약에 의해 행하는 업무에 본인이 고용하는 노동자
를 종사시키는 일을 업으로서 행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가 해
당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
동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한다.
1. 다음의 가, 나 및 다 모두에 해당하여 본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노동력
을 자신이 직접 이용하는 자일 것.
가. 다음 어디에도 해당함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
스로 행하는 자일 것.
(1) 노동자에 대한 업무 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행할
것.
(2)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련된 지시 기타 관리를 스
스로 행할 것.
나. 다음 어디에도 해당함에 따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행하는 자일 것.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노동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
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된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김기선, 2015: 81～82).
이 기준을 후생노동성의 행정지침에 비추어보면 ①, ②, ③의 기준은 ‘노무관리의
독립성’, ④와 ⑤의 기준은 ‘사업경영의 독립성’과 관련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나
아가 지난 2015.9.1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
사정 합의문’을 발표한 다음 19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전체 의원이 입
법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파견과 도급 기준
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로 이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 제2조의 2 도급등과의 구별).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하청사업주
의 ‘사업경영의 독립성’에 관한 기준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20000031)이 발의되어 주목된다(노상헌, 2015; 김
선수, 2016: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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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의 시업 및 종업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행할 것.
(2)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할 경우 또는 노동자를 휴일에 노동시킬
경우에 있어서의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행할 것.
다. 다음 어디에도 해당함에 따라 기업에서의 질서 유지, 확보 등을 위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행하는 자일 것.
(1) 노동자의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
로 행하는 자일 것.
(2) 노동자 배치 등의 결정 및 변경을 스스로 행하는 자일 것.
2. 다음의 가, 나 및 다 모두에 해당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자신의 업무로서 당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리하는 자일
것.
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고, 또한 지불
할 것.
나. 업무처리에 있어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사업주로서의 모
든 책임을 질 것.
다. 다음 어디에도 해당함에 따라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가 아닐 것.
(1)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준비하여, 조달하는 기계, 설비 혹은 기재
(업무상 필요한 간이한 공구 제외) 재료 혹은 자재에 의해 업무를
처리할 것.
(2) 스스로 행하는 기획 또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기술 혹은 경험에
기초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
제3조 상기한 각조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주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 규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장한 것이거나, 그 사업의 진정한 목적
이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노동자파견을 업으로서 행하는 데 있을 때는
노동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면할 수 없다.
자료 : 厚生勞動省(2015), p.20.

2003년 파견법이 개정되어 제조업에 대한 노동자파견 금지가 해제된
이후 위장도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위
장도급이란 업무처리도급을 위장하고 있지만 실태는 노동자파견(또는 노
동자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① 업체 A가 업체 B로부터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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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도급받아, A가 고용한 노동자 X를 B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고 있
음에도, A가 아니라 B의 지휘명령을 받아 X가 업무에 종사하는 유형이
전형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② 업체 A가 업체 B로
부터 업무처리를 도급받아, 그 수행을 개인사업자 X에게 다시 위탁하여,
X가 B의 사업장에서 B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도급형,
③ 업체 A가 업체 B로부터 업무처리를 도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업체 C
에게 위탁을 주고 업체 C는 다시 업체 D에게 위탁을 주어, 업체 D의 노
동자가 업체 B의 사업장에서 그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중층
적 도급형 등이 있다. 그 실태상 ①은 파견법이 규제하는 노동자파견에
해당되며, ②와 ③은 직업안정법이 금지하는 노동자공급에 해당된다(菅
野和夫, 2016: 380～381).
위장도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은 ‘제조업
도급사업의 적정화 및 고용관리개선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2006년
10월 4일 1차 모임을 개최했다.53) 이 연구회는 대학교수 등 학계전문가 5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JSLA의 부회장을 비롯하여 일본제조아웃소싱협
회 이사,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업무부장,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경
영자연맹 전무이사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 연구회는 2007년
6월까지 10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
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도급사업이 확산을 보이고 제조 현장에
서 커다란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계
약이 단기이며 반복 갱신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건, 처우 기타 고용관리
가 반드시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기능이 축적되지 않고 있는 현상(現
狀),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상(現狀)이 존재하
며, 이를 개선하여 하청노동자가 현재 및 장래의 직업생활을 통해 갖고
있는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
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청 및 하
청사업주가 각기 강구해야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가 제
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표되자 즉시 후생노동성은 가이드라인 및 체
크시트를 행정지침인 ‘통달(通達)’(2007.6.29. 基發․職發․能發第0629001
53) 이하 이 연구회의 운영과 성과에 관한 사실 관계는 厚生勞動省(2007)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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号) 형태로 산하 행정기관에 제시했다. <표 3-5>는 하청사업주가 강구해
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여기에는 제조도급을 적대시하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화’의 관점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고자 하
는 정책 의지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표 3-5> 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촉진에 임하는 하청사업주
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 취지(생략)
제2. 취업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조치

1. 안정적인 고용관계의 확보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모집 및 채용을 적절히 하고, 각자
의 희망 및 능력에 맞는 취업기회의 확보와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안
정적인 고용관계의 확보를 도모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
한다.
(1) 모집 및 채용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가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한다. 또한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발주자가
당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동조건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고용계약
하청사업주는 도급업무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하청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고용계약기간을 도급계약기간에 맞추거나 도급계약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등 가능한 한 장기간으로 하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한다. 고용계약기간 중 하청노동자를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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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의 계속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기간 중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용계약을 유지한다.
(3) 정착의 촉진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희망에
따라 직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대우를 향상시키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복리후생
하청사업주는 사택․독신자 기숙사의 정비 등 복리후생을 충실히
한다. 또한 발주자와 협력하여 하청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충실히 한다.
2. 안정적인 고용관계 확보를 배려한 사업 운영
하청사업주는 고용안정 등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사업운영상
조치를 강구한다.
(1) 하청사업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의 필요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 해당 발주자의 협력을 얻어 해당 발주자 및 그 관련 회
사로부터 적절한 도급업무의 기회를 제공 받는 것 등에 대해 사
전에 정해 둔다. 다만 발주자 귀책 사유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지
된 경우라도 하청사업주는 노동기준법(1947년 법률제49호) 등에
기초한 고용주로서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2) 하청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도급대금의
설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하청노동자의 대우 향상을 도모한다.
가. 기술 및 기능의 수준(발주자에게 명확히 설명)
나. 기술력 및 생산관리능력의 제고에 따른 도급 업무 처리의 질
의 향상
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의 평가, 교육훈련 등의 내용
라. 고용보험료, 사회보험료 등 법령 준수를 위해서 요구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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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의 계속

3. 경력 경로(career path) 명시 등
(1)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다양한
경력 경로를 제시한다.
(2) 하청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직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당해
하청노동자가 종사한 직무의 내용이나 그 실적을 적정히 평가함
과 아울러, 그 결과를 축적하여 처우 향상에 활용하는 한편 당해
하청노동자에게 평가 결과를 알리고 장래 경력 경로에 관한 상
담에 응한다.
(3)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 또는 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직무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해지는 제도를 도
입하고 필요한 조건 등을 정비한다.
(4)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 또는 발주자와의 사이에 고용관계 종
료 후 하청노동자가 발주자에게 고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
을 하지 않는다.

제3. 직업능력개발
1. 교육훈련 등
(1) 하청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직업능
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
하여 계획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
가. 교육훈련과 관련된 설비,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할 것.
나. 기능 검정 등의 직업능력검정 등을 받게 할 것.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책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필
요한 협력을 할 것.
(2)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가 직업생활설계에 따라 자발적인 직
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
자의 직업생활설계에 따른 자발적인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2001
년 厚生勞動省 告示 제296호)에 따라,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
능 및 이에 관한 지식의 내용 및 정도 기타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기회의 확보, 노동자의 배치 기타 고용관리에 대한 배
려, 교육훈련․검정 등을 받기 위한 휴가의 부여나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원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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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의 평가
하청사업주는 직무경험, 교육훈련 등에 의해서 제고된 하청노동자
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임금 기타 처우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제4. 법령 준수
1. 도급과 노동자파견의 적절한 선택
하청사업주는 업무내용 및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파견과
도급 중 어느 것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를 적확히 판단
하여 노동자파견에 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맡지 않는다.
2. 노동자파견법 및 직업안정법의 준수
하청사업주는 도급계약과 관련된 사업에서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
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1985년 법률 제88호, 이하 ‘노동자파견법’이라 함) 및 직업안정법
(1947년 법률 제141호)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파견
사업과 도급으로 수행되는 사업과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고
시(1986년 勞動省 告示 제37호) 등에 따라 보다 적확히 판단을 행
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로 이를 확실히 한다.
가. 하청노동자에 대해 필요한 지휘명령을 하청사업주 스스로가
행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체제 등을 정비할 것.
나. 도급에 관한 계약․사양 등의 내용을 적절히 정함과 아울러
당해 계약과 사양 등에 따라 업무처리를 추진할 수 있는 체
제 등을 정비하여, 발주자로부터 독립된 적정한 도급으로 업
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노동기준법과 노동안전위생법 등 관계법령 준수
(1) 하청사업주는 노동기준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하청노동자
나 관리자에 대하여 노동기준법을 주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 이를 확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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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청사업주는 노동안전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제조업에
있어서의 원청사업자에 의한 종합적인 안전위생관리를 위한 지
침(2006년 8월 1일 基發 第0801010号)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
치를 취하여 이를 확실히 한다.
가. 안전위생관리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발주자와의 연락 등을
행하는 책임자를 선임할 것.
나. 작업 간 연락 조정 조치나 신호의 통일 등을 실시할 것.
다. 법령에 근거한 안전위생상의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을 조사하여 이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안전위
생대책을 강구할 것.
4. 노동․사회보험 적용 촉진
(1) 하청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하청노동자의 취업상황 등을 토대로
노동․사회보험 적용의 절차를 적절히 추진하고 노동․사회보험
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입시킨 후 취업
시킨다.
(2) 하청사업주는 노동보험의 성립에 관하여 신고되어 있음을 발주
자에게 명시한다.
(3)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가입
상황을 발주자에게 명시한다.
5. 법령의 주지
하청사업주는 노동자파견법, 직업안정법,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
생법 등 관계법령을 하청노동자나 발주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서 설명회 등 실시, 문서 배포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6.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
하청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준수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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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노무관리, 생산관리 등의 사
업 체제의 정비 및 개선을 도모할 것.
나. 자주점검 결과의 공표 등 법령 준수 상황을 발주자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
7. 적정한 도급요금의 설정
도급요금 노동․사회보험의 사업주 분담 등 법령 준수에 요구되는
비용 확보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제5. 고충 처리
하청사업주는 제2부터 제4까지의 사항을 비롯하여 하청노동자의 고
충을 처리함과 아울러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노동자에 기인하는 하청
노동자의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그 개선을 요구한다.

제6. 체제의 정비
1. 사업소 책임자의 선임
(1)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 및 도급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소마다 자신이 고
용하는 노동자(개인사업주 본인 및 법인 사업주의 임원을 포함)
가운데 하청노동자 100인당 1인 이상의 사업소 책임자를 선임한
다. 단 다음의 사.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청사업주가 직
접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책임자가 당해 사항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가. 고충의 접수 및 처리
나. 취업조건의 정비
다. 직업능력개발
라. 법령 준수
라. 공정(工程)관리책임자의 감독
마. 도급계약(사양 등을 포함. 사.에 있어서도 동일)의 이행
사.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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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청사업주의 사업소 마다 사업소 책임자를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통괄책임자로 하여 사업소 책임자의 업무
를 통괄하게 한다.
(3) 통괄사업소 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괄사업소 책임자가
(1)의 사.에 관한 사항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소 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직책 및 (1)의 사.에
관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2. 공정(工程)관리책임자의 선임
(1)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 및 도급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자 사업소의 공정별 업무의 묶음
단위로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개인사업주 본인, 법인사업주의
임원을 포함) 가운데에서 하청노동자 100명당 1명 이상의 공정
관리등 책임자를 선임한다.
가. 법령준수
나. 업무 처리의 진행 및 관리
다. 하청노동자의 취업, 업무 처리의 진행 등 상황의 파악 및 그
내용의 사업소 책임자에 대한 보고
라. 담당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사양 등을 포함)의 이행
마. 고충 상담을 받은 경우 사업소 책임자로의 연결
(2) 공정관리등 책임자는 사업소책임자가 겸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무 묶음에 대해서 공정관리책임자를 2명 이상 선임하
는 경우 그 중 1인을 통괄공정관리 책임자로 하여 공정관리책임
자의 업무를 통괄하게 한다.
자료 : 厚生勞動省(2007), 別添 1.

2. 적정화 모델 개발
후생노동성은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의 제시와 때를 같이해서 2007년
도부터는「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업」을 J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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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지금껏 실시해 오고 있다. 위탁사업이 개시된 초년
도 JSLA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
업 추진 기구로서 학계전문가 2인, 제조업(원청) 사용자단체 2인, 하청사
업주 단체 3인으로 구성되는 ‘제조도급사업개선추진협의회’를 설치했다(日
本生産技能労務協会, 2008: 2).54)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2007～08년 2개년
은 앞 절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에 준거한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적정
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9년도부터
는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제조도급사업의 적정화 모델 개발은 사업장 단위에서 원․하청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되었다(日本生産技能労務協会, 2008:
13). 이 사업에 참가한 업체는 제조도급사업개선추진협의회의 웹사이트
게재 및 동협의회 참가단체인 JSLA, 일본제조아웃소싱협회, (사)일본자
동차부품공업회,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경영자연맹, 중부아웃소싱협동
조합의 산하기업에 대한 공모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그리고 응모한 업체
들 가운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5개 사업장의 원․하청업체를 모델사업
실시 주체로 선정했다(표 3-6 참조)
5개 사업장의 모델 사업 모두 가이드라인 중 ‘경력 경로(career path)
명시’를 개발 과제로 설정하여 하청노동자의 경력 경로를 설계하는 데 주
안이 두어졌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하청사업주는 하청노
동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다양한 경력 경로를 제시한다, △하청
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직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당해 하청노동자가
종사한 직무의 내용이나 그 실적을 적정히 평가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54) 구체적으로 학계전문가 2인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S교수와 가쿠슈인대학 법
학부 H교수, 제조업(원청) 사용자단체 2인은 (사)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S업무부
장과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경영자연맹 T전무이사, 하청사업주 단체 3인은
JSLA A법무위원장, 일본제조아웃소싱협회 H이사, 중부아웃소싱협동조합 I전무
이사 등으로 초대 회장은 도쿄대 S교수다. 또한 이 협의회에는 개설 당시 옵서버
자격으로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수급조정사업과 S과장 및 T파견․하청노동기
획관이 참여했다. JSLA는 홈페이지에 이 협의회의 웹사이트(http://www.js-gino.org/
mhlw/)를 별도로 설치하여「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업」의 연도별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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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모델사업 개요
모델 사업
A
B
C
D
E

사업장 개요
액정 패널 제조
(발) 약 700명 (하) 169명(2002년 10월～)
액정 TV 부품 조립
(발) 약 1,000명 (하) 420명(2006년 8월～)
반도체 제조 등
(발) 약 1,400명 (하) 120명(2003년 8월～)
건설차량 제조
(발) 약 400명 (하) 58명(2006년 2월～)
휴대전화 제조
(발) 약 240명 (하) 386명(2005년 11월～)

자료 : 日本生産技能労務協会(2008: 13).

축적하여 처우 향상에 활용하는 한편 당해 하청노동자에게 평가 결과를
알리고 장래 경력 경로에 관한 상담에 응한다,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
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
또는 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직무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것이 가
능해지는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조건 등을 정비한다는 등의 사항을 하
청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로서 제시하고 있다(표 3-5 참조).
모델 사업 A 사례를 들어보자(日本生産技能労務協会, 2008: 20～28). 모
델 사업 A가 추진된 사업장에서는 2008년 3월 기준으로 원청업체의 노동
자 약 700명과 하청․파견노동자 약 600명이 제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
다. 원청업체는 모델 개발에 참가한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2002년 2월부터
개시했으며 2008년 3월 기준으로 이 하청업체의 노동자 169명(전원 무기
계약)이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전자제품의 액정 패널 제조업무를 담당
하고 있었다.
모델 사업 A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표 3-7>과 같은 활동
계획이 책정되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작성
된 경력 로드맵에서 하청노동자의 경력 경로는 6단계로 구분되었다. 최하
위에 위치하는 엔트리 레벨은 입사 6개월 미만 정도의 단일 공정만 담당
가능한 ‘단일작업자’에 해당하며, 그 위에 위치하는 레벨 1은 입사 6개월
이상 단일작업자에 상당한다. 레벨 2가 되면 경력 경로는 복수의 직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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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모델 사업 A 단계별 활동 계획 개요
단계

활동 계획
기간 : 2007.11.1.～11.22

기본 설계

상세 설계

① 현장 작업 및 오퍼레이션 체제 조사
② 발주업체 인사관리체계 확인
③ 경력 로드맵 작성
기간 : 2007.11.26.～12.21.
① 인적자원 스킬 매트릭스 작성
② 스킬 요건 정의서 작성
③ 강좌정보 일람 작성
④ 연수로드맵 작성

제도운용 설계

전개자료 작성

기간 : 2007.12.25.～2008.1.18.
① 평가운용 규칙 결정
② 각종 평가 툴 작성
③ 제도 운용 매뉴얼 작성
기간 : 2008.1.21.～2.08.
① 제도설명회 자료 작성
② 설명회 일정 등 계획 수립

전체 리뷰

기간 : 2008.2.12.～2.29.
① 단계별 성과물 리뷰(재점검)

자료 : 日本生産技能労務協会(2008: 22).

로 복선화하여 다능공작업자와 라인리더로 갈라진다. 레벨 3에서는 경력
경로가 다능공작업자, 생산기술자, 생산관리자, 품질관리자, 인사관리자,
공정관리자의 6개 직종으로 갈라진다. 다능공작업자와 공정관리자의 경력
경로는 레벨 3에 한정되며, 생산기술자, 생산관리자, 품질관리자, 인사관리
자는 레벨 4에 상당한다. 최상위의 레벨 5는 사업장책임자에 상당한다.
6단계로 구분되는 경력 로드맵에 관한 기본 설계를 마친 다음 최상위
단계인 레벨 5를 제외한 경력 경로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능 수준을
규정한 ‘스킬 요건 정의서’가 작성되었다. 복수의 직종으로 복선화하는 레
벨 2 이상에서는 각 직종별로 요구되는 지식․기능 수준을 명문화한 ‘스
킬 요건’이 정해졌다. 나아가 하청노동자 각자에게 요구되는 기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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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습득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레벨별․직종별로 규정된 능력
항목을 종축으로 하고, 각 능력 항목에 요구되는 지식 항목을 횡축으로
하는 ‘스킬 매트릭스’가 작성되었다. 지식은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등의
‘휴먼’, IE․예산관리․품질관리 등의 ‘프로세스’, 전자회로 및 전자제조공
정 지식 등의 ‘테크놀로지’, 안전위생․기업윤리 등의 ‘공통’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각 범주별로 엔트리 레벨에서 레벨 4까지의 각 레벨에
요구되는 지식의 내용․수준이 정해졌다. 이와 같이 체계화된 지식 항목
과 경력 레벨에 대응하여 각 단계별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교육연수가 설
정되어 연수로드맵이 작성되었다.

3. JSLA의 CSR 선언과 렌고(RENGO)와의 공동선언
JSLA는 2009년 10월 19일자 일본경제신문에 CSR 선언을 게재했다.55)
이 선언에서 JSLA는 “인간존중의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활동을 통해 일하는 보람이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
며, 산업 및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협회의 책무로 한다”는 것을
미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션에 입각하여 JSLA는 △ 법령 및 협회 윤리규정 등을 준수
하고, 건전한 기업운영을 행한다, △ 안전위생관리체제를 정비함과 아울
러 적극적인 안전위생관리활동에 임하며 산업재해 박멸에 힘쓴다, △적
정한 ‘도급’을 추진한다, △ 노동자의 취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경쟁은 하지 않는다, △ 스테이크홀더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
키는 선전이나 정보제공은 하지 않는다, △ CSR 선언이 회원기업의 구석
구석까지 주지되도록 철저를 기하며, 성실․공정한 업무 수행에 노력한
다는 등 여섯 가지 사항을 행동헌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션과 행동헌장에 따른 행동지침은 ‘노동자 취업에 관한 대
응’과 ‘관계 법령 준수 철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자 취업
에 관한 대응’의 내용은 △ 도급사업에 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

55) 이 CSR 선언은 日本労働組合総連合非正規労働センター(2010: 42)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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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로 하여금 종사하게 함으로써 장기에 걸쳐 안정된 고용기회를 확보
할 것을 최대한 노력한다, △ 또한 파견사업에 관해서도 파견기간 종료와
더불어 고용기간이 종료되어 실업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사용사업자를
확보하거나 사용사업장에서의 직접고용을 촉진하거나 하여 고용기회 확
보에 노력한다, △ 고용된 이후의 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 시에
필요로 하는 경험, 자격, 업무 등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스킬 수준이
나 자격 요건 등을 명확히 한 노동자 능력개발을 추진함과 아울러 적정한
능력 평가와 처우 개선에 임한다, △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도 고충처
리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확한 대응을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유저(사용) 기업의 협력을 얻어 문제 해결에 임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관계 법령 준수 철저’의 내용은 △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한 사업 운영에 의해,
노동자의 적정한 노동조건과 안전위생 및 취업을 확보하여, 컴플라이언
스 추진에 노력한다, △ 노동자의 노동보험, 사회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고
유저 기업에게 가입 상황을 명시한다, △ 관계법령에 기초한 안전위생관
리활동(안전위생교육 및 건강관리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자주적인 안전
위생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안전위생상의 문
제점을 명확히 하고, 그 개선에 임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힘쓴다는 것 등
이다.
업계 차원에서 CSR선언을 공표한 이듬해인 2010년 4월 26일 JSLA는
일본의 노조 내셔널센터인 렌고(RENGO)와 ‘파견․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파견․도급사업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
을 체결했다.56) JSLA가 렌고와 공동선언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취지는
동 선언의 전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사단법인 일본생산기능노무협회(이하 ‘기능협’이라 함)와 일본노동조합
총연합(이하 ‘렌고’라 함)은 파견․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파견․도
급사업의 적정하면서도 건전한 운영을 지향하여 각기의 요망 및 과제에
대하여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56) 이 공동선언은 日本労働組合総連合非正規労働センター(2010: 4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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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파견 및 하청노동을 둘러싸고 그간 일부 사업주에 의해 이른바
위장도급이나 금지업무파견 등 관계법령 위반, 고용관리나 노동안전위생
불비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나아가 세계적인 경
기 악화에 따른 생산 조정에 의해 많은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상실되어 생
활이 곤궁한 노동자가 속출, 노동자파견제도와 사회안전망의 재정비가
엄격히 요청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감안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시되고 노동자파견법 개정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서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고 파견․하청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 업계의 적정하면서도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지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견․하청노동
자의 권리 보호의 충실 및 기능 향상을 위한 환경 정비 및 대응의 사회적
파급에 따른 악질 업자의 배제 등 원․하청 쌍방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능협과 렌고는 솔직하게 논의를 거듭하여 각기의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양자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하였다. 금후 각기의 산하 조직에서 그 실행을 지향함과 아울러 사회적인
파급을 도모해 나간다.
기능협과 렌고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하여 금후도 적의 협의하여 파
견․하청노동자가 고용과 생활에 불안을 갖는 일이 없게끔 그 환경정비
를 위하여 대응해 나아가기로 한다.
공동선언은 ‘파견․하청노동자의 고용․처우 악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
응’과 ‘파견․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파견사업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
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의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자와 관련
하여 JSLA가 취해야 할 대응 조치로서는 △ 2009년 10월에 공표한 회원
각사가 대응해야 할 행동 지침인 CSR 선언에 대해 더 한층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게끔 그 침투를 위해 노력한다, △ 파견노동자와의 사이에 사
용업체에서의 취업이 종료될 때 실업하는 일이 없게끔 새로운 사용사업
주를 확보하거나 사용업체에서의 직접 고용을 촉진하는 등 취업 기회 확
보에 노력한다, △ 또한 계약기간 중 중도 해약이 발생한 경우 사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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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파견업체에 대한 배상 규정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고시(「파
견․사용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2009.3.31. 개정)를 준
수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당해 파견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한
다는 것 등이 명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렌고 및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노동조합 등이 취해야 할 대
응 조치에는 △ 파견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사용업체에서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파견노동과 관련된 제 법령(노동자파견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
자재해보상보험법 등)이나 사회․노동보험 적용 준수를 요구한다, △파
견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기간 중의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등 점검활동과
개선을 지향한 노사협의를 추진한다, △ 파견노동자 사용업체에 대하여
고용 청약 의무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절차를 요구한다, △파견노동자 사
용업체에 대하여 파견계약을 도중에 불가피하게 해제할 경우 파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 및 새로운 취업기회 확보를 요구한다는 것 등이 포함
된다.
또한 ‘파견․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파견사업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
영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JSLA가 취해야 할 대응 조
치로서 △2009년 10월에 공표한 회원각사가 대응해야 할 행동지침인 CSR
선언에 대해 더 한층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침투를 위해 노력한
다, △ JSLA의 ‘커리어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능력개발․직업훈련에 대
한 대응, 사업 직종․경험에 따른 승급(昇給)․승격제도 등 창설을 검토
한다, △ 회원 각사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령준수 및 노동자보호에 관
한 연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경
영의 의식화를 이완됨 없이 실시한다, △ 또한 적정사업자 인정제도의 구
축 등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 및 인재육성제도 정비의 솔선을 도모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협회 스스로가 건전화의 규범을 주도해 갈 수 있도
록 대응한다는 것 등이 명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렌고 및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대응
조치에는 △ 법정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임금수준, 사회․노동보험
료, 통근비 지급이 담보되는 파견요금 설정을 지향하여 파견노동자 사용
업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점검활동을 추진한다, △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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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촉진, 안전위생관리체제(건강진단 대행, 건강하
고 안전한 직장 대책 등)에 대해 그 충실을 요구한다, △ 균등․균형 처우
실현을 위해 사용업체 노사관계에서의 워크 룰 정비와 노동조건 투쟁으
로 어떻게 운동을 추진할 것인지 검토한다, △ 파견업체에서의 노동조합
의 결성․가입을 촉진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JSLA와 렌고는 양자가 함께 대응해야 할 조치로서 △법령준수
에 임하는 파견․하청사업주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게끔 공정한
거래 환경의 실현을 검토하는 동시에 파견․하청노동자의 임금수준, 사
회․노동보험료, 통근비 지급을 담보할 있는 마진율 및 파견․도급요금
설정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협의․검토한다, △ 파견․하청노동자의 커
리어 형성 촉진을 위한 파견․사용사업주(원․하청) 간 협력체제 실현 방
안을 검토한다, △ 파견․하청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는 여러
시책에 대해 검토한다, △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 노동자와의 균등․균
형 처우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 등을 공동선언
에 명기하고 있다.

4. 인정(認定)제도의 운영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는 제조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고용관리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체제와 실시능력을 인정받은 도
급사업자를 ‘우량․적정 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시행되
었다.57) 이 인정제도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2007년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소정의 심사내용․심사기준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우량․적정 사업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는 적
정한 도급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인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정제도가 개시된 2010년 13개 업체가 인정을 받았
으며, 그 후 2011년 13개, 2012년 8개, 2013년 6개, 2014년 6개, 2015년 6개
업체가 인정을 받아 오고 있다.58) 인정 취득으로 인한 효과로서 발주자인
57) 인정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日本生産技能労務協会(2016) 참조.
58) http://www.js-gino.org/mhlw/com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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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인정 취득 여부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수급자)
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수급자인
하청의 입장에서도 발주처와의 신뢰관계 향상,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신
용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한다.
인정제도는 앞서 언급했지만 후생노동성의 위탁사업인「제조업 도급
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JSLA가 사무
국역할을 담당하며 동 협회에서 설치한 ‘제조도급사업개선추진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 의해 인정위원회59)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가 우량적정사업자의 심사인정을 실시하는 지정심사기관60)인 JSLA
에 대해 심사지정․지도관리․(심사인정행위의) 인증 등을 실시하는 제
삼자기관으로 기능한다.
인정 절차는 <표 3-8>과 같다. 지정심사기관으로서 JSLA는 신청사업
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인정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사를 담당하는 공식 심사원(JSLA
소속)에 대해서는 현지심사 추진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한 평가안내자
료에 기초한 강습회를 실시한다.61) 심사의 주안점으로서 ①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는가, ② 하청 사업주가 가
이드라인에 따른 기능적․사회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 ③ 본사의 기능으로서 본사 방침에 따라서 전사를 통제하며, 제조거
59) 인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인증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로 2014년 인정
위원회의 멤버는 가쿠슈인대학 경제학부 I 교수(위원장), 호세이대학 경영학부 S
교수(위원장대리), (재)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 I 이사장, UA젠센 인재서비스 제너
럴유니온 K 부회장, (사)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 K 고문, 글로벌산업고용종
합연구소 K 소장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
60) 지정심사기관의 공모 자격은 ① 노동기준법․노동계약법․노동안전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형벌 집행이 있었을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어 있을 것,
② 노동보험․후생연금보험․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건강보험 미적용 및 보험료
미납이 없을 것, ③ 신청시 과거 3년간 법령위반 등이 있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신용이 실추되어 있어 당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을 받지 않는 자일
것, ④ ‘법인격’을 갖는 단체일 것, ⑤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되어 있을
것, ⑥ 단체의 주된 사업으로서 제조관계의 도급업무, 노동자파견사업(업종 불
문), 민영직업소개사업(직종 불문)의 어느 하나라도 직접 영위하지 않을 것, ⑦
채무초과 상황이 아닐 것 등이다.
61) 2015년도의 경우 7월 24일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15명이 수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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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인정 절차
신청서류 제출
⇩
서류심사 :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 심사
⇩
현지심사 : 심사원에 의한 본사 및 도급사업장 방문심사
⇩
최종심사 : 지정심사기관 심사회의에 의한 최종심사
⇩
인증위원회에 의한 심사결정인증 ⤏ 우량적정사업자 공표
자료 : 日本生産技能労務協会(2016).

점(현장)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가, ④ 제조거점(현장)이 생산조업체
제․고용관리체제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등 네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는 서류심사(1차심사) → 현지심사(2차심
사) → 최종심사의 단계를 밟아 진행되며, 현지심사는 <표 3-9>에서와 같
이 ‘경영방침’ 17개, ‘모노즈쿠리 역량’ 22개, ‘히토즈쿠리 역량’ 16개, ‘노동
자보호’ 54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실시된다.62)
<표 3-9>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 심사기준

Ⅰ. 경영방침
1. 방침 등의 명시
(1) ‘경영방침 등’ 내용
001) 법령․사회규범 준수 등(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을 담고 있는가.
002) 제조․생산에 기여 등(‘모노즈쿠리’, ‘제조도급사업’의 활동․추
진)의 개념을 담고 있는가.
003) 노동자의 능력개발이나 인재육성 등(‘히토즈쿠리’)의 개념을 담
고 있는가.
62) ‘모노즈쿠리’와 ‘히토즈쿠리’는 각기 ‘물건만들기(제조)’와 ‘사람만들기(인재개발)’
로 번역되지만 전통적인 장인정신과 사람에 체화된 기술이나 기능 등 인적자본
을 중시하는 일본 제조업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어 발음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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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의 계속

004) 적정한 사업운영, 노동자의 안전한 취업환경정비(노동자보호)
의 개념을 담고 있는가.
2. 방침 등의 주지
(1) 사내계발 및 사외홍보
005) ‘경영방침 등’을 사내 계발․발신, 나아가 사외홍보하고 있는가.
3.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 관련
(1) ‘제조도급사업’
006) 발주자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조도급사업’으로서 명확히 구분
가능한 구획 또는 작업구분 등이 되어 있는가.
(2) 도급요금 설정
007) 도급요금은 제품개수기준으로 하는 등 생산원가를 기본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3) ‘도급계약’에 부수되는 결정사항
008)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도급계약’에 규정되어 있는가.
009) 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대응책이 정해져 있는가.
010) 민법 715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응책이 강구
되어 있는가.
011) 발주자로부터 ‘도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빌려 사용
할 경우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쌍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012) 발주자로부터 ‘도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빌려 사
용할 경우 기계․설비 ‘유지 등’은 자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4) 발주자로부터의 기술지도
013) 신제품 제조나 새로운 설비 도입시, 기존의 작업방법으로는 처
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자사의 책임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설명, 지시받은 것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자사 책임자
의 감독하에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필요한 설명(실습 포함)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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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관리
014)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원수 및 배치(인원을 증감하는 경
우를 포함)를 발주자의 관여 없이 자사가 결정하고 있는가.
015)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작업 할당, 순서, 수행속도 등
을 발주자의 관여 없이 자사가 결정하고 있는가.
016)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출퇴근시간,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을 발주자의 관여 없이 자사가 결정하고 있는가.
017)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복무규율관리를 발주자의 관여 없
이 자사가 시행하고 있는가.
Ⅱ. 모노즈쿠리 역량
1. 활동조직
(1) ‘제조도급사업’ 수행을 위한 체제 및 시책
018) ‘제조도급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존재하며 필요한 예산․인
원 등의 경영자원을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있는가.
019) ‘제조도급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부서 또는 전임담당자가 존재하
는가.
2. 모노즈쿠리 역량의 구현
(1) 기본적인 생산관리활동
020) 타당한 생산관리 등 관리지표가 활용되고 있는가.
021) 생산관리 등 관리지표에 입각한 데이터수집이나 집계관리를
자사가 시행하고 있는가.
022) 하루, 주단위, 월별 등 계획된 기간에 따른 생산 상황을 파악하
고 있는가.
023) ‘작업표준’을 정비하고 있는가.
024) ‘5S활동’을 장려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2) 발전적인 생산관리활동
025) 생산품목별로 생산능력의 파악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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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공정․작업단위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
축하고 있는가.
027) 생산품목의 전환 등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고 있는가.
028) 품질불량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029) 수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030) 돌발적인 주문 변경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
고 있는가.
3. 기능자격
(1) 필요 자격의 파악과 자격보유자 확보
031) 거래 개시 단계에서 ‘부수요건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032) ‘개별자격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033) ‘도급업무’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격취득계획 책정 및 자격
보유자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사업장책임자’의 배치
(1) ‘사업장책임자’의 적격
034) ‘도급가이드라인’에 준거한 사업장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035) ‘사업장책임자’를 육성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036) ‘사업장책임자’의 성명 등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5. ‘공정관리책임자’의 배치
(1) ‘공정관리책임자’의 적격
037) ‘도급가이드라인’에 준거한 ‘공정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038) ‘공정관리책임자’를 육성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039) ‘공정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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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히토즈쿠리 역량
1. ‘커리어패스’의 명시
(1) ‘커리어패스’의 명확화
040) ‘커리어패스’가 명확한가.
041) 일반 작업원이 리더나 관리자로 승진한 실적이 있는가.
2. ‘직업능력개발’
(1) ‘직업능력개발’체제
042)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043)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제상의 조직(위원회 또는 기타 직
능을 겸임하는 조직을 포함)이 있는가.
044)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 교육연수시설, 또는 그
러한 장소가 있는가.
045)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강사(트레이너)체제 등 유효한
인적자원이 있는가.
046) ‘사업장’에 교육연수 등을 위한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2) 직업능력향상의 구현을 위한 시책
047) 일반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연수․검정 등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048) 도덕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나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가.
(3) ‘직업능력개발’의 관리․배려 등
049) 형성된 직업능력이나 업무경험을 적절하게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050) 형성된 직업능력이나 업무경험 기록 등을 필요에 따라 본인에
게 공개 또는 교부(퇴직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능력평가
(1) 능력평가방법
051) 사내검정제도․평가기준 등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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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작업 등의 숙련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053) 능력평가 결과를 처우에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적정배치
054) 현재 상태에 대한 능력평가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055) 면담 등을 통해서 능력향상을 위한 의식계발이나 피드백을 주
고 있는가.
Ⅳ. 노동자보호
1. 노동보험․사회보험의 적용
(1) 가입절차
056) 노동보험․사회보험 가입절차를 관계부문이나 담당자에게 주
지되어 있으며, 적용대상 노동자가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057) 고용․사회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해 ‘가입자’, ‘가입절차 진행
중인 자’, ‘미가입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058) 고용․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있을 경우 미가입 이유를 파악하
는 동시에 가입절차를 밟도록 권유하고 있는가.
(2) 노동자를 위한 설명
059) 필요시 노동자에게 고용․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있는가.
060) 고용․사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노동자에게 적용대상외인 이
유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있는가.
061) 필요시 고용․사회보험 적용대상이었던 노동자에게 이직 후의
고용․사회보험 급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3) 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신
062) 하청사업주로서 노동보험성립 신고가 되어 있음을 발주자에게
명시하고 있는가.
063) 노동자의 고용․사회보험 가입상황(개인정보 제외)을 발주자
에게 명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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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노동․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자와 발주자
에게 그 이유를 통지․설명하고 쌍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
을 받고 있는가.
2. 고용관계 확보
(1) 모집 및 채용
065) 모집 또는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건을 명시할 때 업무 내용, 필
요한 기술,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
고 있는가.
066) 노동조건을 명시할 때 발주자가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용자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
(2) 고용계약
067) 노동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고용계약의 기간을 가능한 길게 하
여 단기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068) 유기고용계약 체결시 노동자에게 계약 갱신 유무를 명시하고
있는가.
(3) 고용 지속체제
069) 고용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경우
휴업보상이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용계약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가.
070) 발주자와의 도급계약 파기 또는 발주량 감소를 이유로 노동자
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가.
(4) 정착 촉진
071) 노동조건이나 고용기간 등 고용관계에 관련된 노동자의 질문
또는 요망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설명과 답변을 제시하
고 있는가.
072) 종사자의 정착화 촉진을 위해 노동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꾀
하고 직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대우향상을 꾀하는 등 조
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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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구내시설 이용 등 발주자와 협력하여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충
실히 하고 있는가.
3. 개인정보 보호체제(※프라이버시마크 취득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체제’ 심사에서 제외)
(1) 방침
074)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사내 및 사외에 주지시키고 있는가.
(2) 수집 및 이용목적
075)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명확하고 이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가.
(3) 이용제한
076) 개인정보를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
는가.
077) 본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4) 수집제한
078) 개인정보 수집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5) 안전관리 및 보호체제
079)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파악하고 있는가.
080) 자사가 고용하는 종사자에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를 제삼자에게 유출시키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용목적 외에 사
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채용 시 제공하고 있는가.
081) 개인자료가 유출, 개찬, 멸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비
확보를 위한 시스템․기기 정비 등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082)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6) 노동자 및 위탁처의 감독
083)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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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개인정보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고 위탁
처를 감독하고 있는가.
(7) 규정․매뉴얼
08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는가.
4. 노동안전위생관련 대응
(1) 방침
086)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 사내에 주지시키고 있는가.
(2)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087)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가 조직되어 있는가.
088) 안전위생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
여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089) 발주자의 안전위생위원회 등 모임에 참석하여 안전의식의 공
유나 안전위생관리체제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가.
090) 직접 노동자를 지휘하는 감독자가 ‘직장(職長)등 교육’을 수료
하였는가.
091) 안전관리자, 위생관리자, 산업의 등 노동안전위생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보유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092) 노동안전위생 관련 자격취득을 사내에서 장려하고 있는가.
093) 노동안전위생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는가.
094) 규정 또는 규칙에 입각하여 안전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부서(내부감사 등)나 사내체제가 존재하고, 평
가나 개선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가.
(3) 안전위생활동
095) 위험성 또는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원을 특정시키고 있는가.
096) 특정 위험원(위험성이나 유해성 등)에 대해서 안전위생 관리대
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발주자와의 제휴를 포함).
097) 입사 시 및 계층별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098)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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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과중노동대책(예방 포함)을 추진하고 있는가.
100) 노동자의 건강검진(고용 시, 정기, 특수)결과를 추적하는 구조
가 마련되어 있는가.
101) 노동재해의 원인을 적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102) 노동재해발생상황을 분석하여 전사적으로 재발방지책(정보공
유 등)을 강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5. 상담․고충처리체제
(1) 상담․고충접수처리 체제
103) 노동자의 상담․고충을 접수하는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의 부
문이 갖추어져 있는가.
104)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노동자가 제기한 상담․고충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가.
105) 상담․고충의 접수상황, 그 내용이나 대응경위, 결과를 기록하
고 있는가.
106) 고충․상담의 처리절차를 주지시키고 있는가.
107) 상담․고충의 처리상황이나 결과를 필요시에 해당 신고자에게
피드백해주고 있는가.
6. 법령의 주지
(1) 관련법령의 주지
108) 노동자파견법이나 노동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필요에 따라 노
동자에게 문서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9) 노동자파견법 등 관련법령을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게 문서 등
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자료 : 日本生産技能労務協会(2016),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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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맺음말

고용의 외부화에 따른 간접고용의 증대에 대해서는 다단계 위장도급
(불법파견) 구조의 고착화,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의 전가, 위험의 외주화,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해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현실이 지적되어 왔다
(김혜진, 2015; 박태주, 2014). 문제 현실이 심각한 만큼 노동법적 규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동계는 펴고 있다(유
정엽, 2012). 물론 일정 부분 노동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63) 하
지만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더 많은 벌금을 물린다든
지 형사 처벌을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정적 제재(negative sanction)만
이 문제의 해법은 아닐 것이다.
사내하도급 관련 노동법적 규제 강화에 대해 경영계는 심히 우려하는
입장이다(이형준, 2012).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각한
상태에서 제조 업무를 비롯한 업무의 아웃소싱은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
벌 경쟁에 대응하여 기업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의 하나인 만큼 이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영
계는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방식의 규제
는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은 물론, 국내 생산기반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생
산거점의 해외이전을 촉발시킬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의 입장에서
볼 때 ‘사내하도급 문제는 공정거래질서와 관행 확산, 사내협력업체의 경
쟁력 확보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조정과 합리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
제이지, 오로지 노동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불가능’한 문제인 것이다(이형준, 2012: 33). 문제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63) 특히 국민과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에
는 기간제, 파견, 하청 등 비정규노동의 활용이 일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
가 위험하고 궂은 일은 하청노동자들이 주로 도맡고 있는 만큼 하청노동자의 산
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조치 및 보상책임 또한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김선수(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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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영계가 얼
마나 제대로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
에 걸쳐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64) 따라서 사내하도급을 원천적으
로 금지하는 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면, 원․하청
업체간의 공정거래 질서와 관행을 확산하고 사내하청업체의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동료로서의 압력(peer
pressure) 행사를 통해 일부의 일탈 행위가 방지될 수 있게끔 사용자들
사이의 조정(coordination)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
다(조성재,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일본의 JSLA
의 활동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 사내하도급은 1990년대 이후 노동비용의 삭감과 인건비의 변
동비화를 주된 목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 파견
이 허용되고 위장도급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적대시하여 배제하기보다는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
JSLA를 비롯한 원․하청 사업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 사내
하도급의 ‘적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표한 것이 그 시발이
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을 적정화하여 ‘시장경쟁의 건전화’를 유
도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원․하청업체 및 하청노동
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성 규범(soft law)’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65) 하지
만 그러한 행위 규범(rule of conduct)이 사용자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외재적인 실재로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와 장치
64)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1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2016.7)에 따르면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
자’로 정의되는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공시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454개 기업) 기준으로 19.7%에 이른다. 제조업에 한해서 보면 제조업 전체
로는 24.4%, 중분류 수준에서는 조선 66.5%, 철강금속 38.6%, 화학물질 23.2%, 음
식료 20.6%,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 15.4% 등의 순으로 파악된다.
65) 연성규범이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는 사실적․법적
효력을 지니며,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위규범의 일종’으로 정의된다(최난설헌, 20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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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요구되었다. 2009년 JSLA는 적정한 도급을 추진하며 불공정 경쟁
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CSR 선언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는 노
조 내셔널센터인 렌고(RENGO)와 사내하도급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 CSR 선언과 공동선언은 JSLA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대사회적인 ‘공약(public commitment)’이자, 그러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언효과(profess effect)’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나아가 JSLA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사내하도급의 ‘적정화’
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는 적정한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갖춘 하
청업체를 ‘우량․적정 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도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사내하도급 근로자
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7.18)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면 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조업 사내
하도급의 ‘적정한 운영’ 및 ‘건전한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기보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를 명목으로 한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
해된다.66) 우리나라 제조업의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원청업체에 대한 종
속성이 강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는 이해되지만, 그럴수록 더욱 사내하도급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업계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
다. 때마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활성화되
고 있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정재호, 2015)를 중심으로 일본
에서처럼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모델이 개발되고 ‘우량․적
정 사업자 인정제도’와 같이 사내하도급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
는 사용자의 일탈 행위를 규율하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66)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후 학계전문가들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
포터즈 위원’ 풀(2012.3.28. 출범 당시 22인)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내하도
급 다수 활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실태 점검 및 자문 활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연례적으로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하청 사업주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서포터즈 대표 간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서’를 체결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회성의 전시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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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시장 내 정책결정과정과 노사관계에 있어 여전히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 역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른 선진국들과 같이 영국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데, 노조 조직률은 1979년 58.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해 현재는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단체교섭뿐 아니
라 그 이외의 영역에 있어 산업 또는 직종 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
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주
목받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이 성숙
해 있고 이들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해당 노동시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협회와 직업단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도모하고 이들의
역할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영국 내 사용자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협
회 활성화의 전제조건들을 타진하기 위해 우선 영국 내 노동조합과 사용
자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증관(Certification Officer)’
제도와 ‘사업협회의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사업협회포럼(Trade Association
Forum)’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증관제도와 사업협회포럼의 역할과
활동은 정부의 입장에서 협회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
민과 협회 간 협업과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영국 내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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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중 하나인 ‘전기공사협회(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 ECA)’
의 사례와 영국 대다수의 지방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의 사례를 협회의 운영방식, 주요 활동, 노
동시장 및 노사관계에서의 주체로서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자 한다. 전기공사협회의 사례연구를 통해서는 사업협회가 사용자단체로
서의 역할과 함께 단체협약의 범위 밖에서 해당 산업 내 근로자들의 고용
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정부협회의 사례연구에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국내의 다양한 지방정
부협회와 달리 영국 지방정부 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위해 실질적
으로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다양한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협회 관리 방식 및 협회 간 협
업과 지원제도, 대표적인 영국협회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
의한 시사점을 고찰해보겠다.

제1절 인증관 제도와 ‘사업협회포럼’

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인증관(Certification Officer : CO)’의 활동과
역할은 노동조합의 관리감독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
조합뿐 아니라 사용자협회(사용자단체)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
증관의 역할은 1971년 노사관계법이 노동조합명부에 등록된 노동조합
(listed trade union)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며 과거 미등록 노동조합들
의 등록을 유도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71년의 노
사관계법 도입초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등록업무는 등록관(Registrar
of Trade Union)이 주관하게 되어 있었으나 관련제도가 노동조합의 단결
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등록관제도를 폐
지하고 인증관제도를 도입하였다(하경효 외, 2005).
인증관은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자문․알선․중재위원회
(ACAS)’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A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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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관의 주요 업무
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명부(list) 관리, 노동조합의 독립성 인정업
무,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연례보고서 제출확인67), 노동조합의 재정
상태 조사,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관리, 조직 간 합병 관리, 조합원들의 조
합대상 불만접수 및 확인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은 관리․감
독․조사절차와 함께 때로는 준사법권적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인
증관은 1975년 설립되었으나 그 뿌리는 더 과거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내부 운영에 대한 개입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인증관의 개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자주성
을 보장하고 이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Cockburn, 2006).
현재의 인증관은 1992년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TULR 1992)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인증
관의 임명은 ACAS와 협의해 ‘기업․에너지․산업정책부(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DBEIS)’ 장관이 임명한다. 인
증관의 임기는 3년이나 큰 과오가 없는 한 70세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1976년 이후 현재까지 6명의 인증관이 임명되었으며, 2016년 사임한 인증
관인 David Cockburn의 경우 2001년 임명된 이후 5번의 연임을 통해 15
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David Cockburn의 경우 노동변호사였으나 5
명의 전임 인증관의 경우 모두 노동부 공무원들이 임명됐다. 2016년 4월
현재, Certification Office에는 8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 기
준 운영예산은 560,322파운드 수준이었다. 인증관의 경우 주 3일 파트타
임으로 근무하며 연간 74,501파운드의 임금을 수령했다(Certification Office,
2015: 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명부에 등록된 노
동조합(listed trade unions)과 미등록 노동조합(scheduled trade unions)
간의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반해 사용자협회의 경우 그 차이가 크
67)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나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는 인증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국노총(TUC)이나 영국경총(CBI)의 경우 연례보고서를 인증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Certification Offi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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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증관(Certification Office) 조직구조(2016년 4월 기준)
David
COCKBURN
Certification
Officer

Gerard
WALKER
Assistant
Certification
Officer

David TAYLOR
Operations
Manager

Naveed RAFIQ
Operations
Manager

Complaints
Financial
irregularities
Complex
AR21/27’s
Superannuation
Schemes
ICOD
Budgets

Complaints
Financial
Irregularities
Certificates of
independence
Annual Report
Mergers
Listing
applications
Complex
AR21/27
MAC/Inspection

Marcia
Damalie
Liaison
Office

Kiran
UBHI
Liaison
Office
Mukid
AHMED
Administra
tion
Officer

자료 : Certification Office(2016).

Adam
Goldstein
Operations
Manager
Complaints
Financial
Irregularities
Political Funds
Mergers
Annual Report
List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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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68)
사용자협회의 법정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우선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들로 구성되고, 그들의 주요 활동이 해당산업
또는 직종에서 해당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 정의에 부합하는 사용자단체는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지는데 그중 하나가 인증관(CO)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협회 명부에 등록된 사용자협회(listed employers’
association)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협회(scheduled employers’ association)
모두에게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경우, 명부에 등록된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 간 교섭권과 관련해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에 반해 사용자협
회의 경우, 그 차이는 세금혜택 정도이다. 하지만 현재 명부에 등록된 사
용자협회의 경우 역사가 오래됐고 과거부터 공식적인 사용자협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David Taylor, Operations Manager in the Certification Office,
인터뷰, 2016년 7월)
2015년 3월 기준으로 명부에 등록된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는 각각 149개

68)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승인(union recognition)
을 받아야만 교섭권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의 임의승인으로 교섭이
진행되나, 현행법은 1999년 이후 노동조합의 법정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때 법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조는 인증관(CO)으로부터 노조의 자주성인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노동조합 명부에 등록된 노동조합만이 자주성인증
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등록절차는 매우 간단하나 자동적으로 보장
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정의에 합당하고 필요 요건만 충족(노조규약, 주
소, 임원명단, 노조명칭 등)시키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절차 이후 노조가 자주
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신청서와 함께 심사료를 지급하면 자주성
심사가 개시되는데, 대부분 2인 1조의 심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실시하게 된다.
관련법에서는 자주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CO의 가
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상 아래의 여섯 가지 심사기준(역사, 조합원, 조직구조, 재
정, 사용자 평의제공, 교섭기록)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판단 기준이 된다(Certification
Office, 2010). 이 외에도 노동조합 명부에 등록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협회 명부
에 등록된 사용자단체는 소득세, 법인세, 조합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조혜택
(provident benefit-각종 질병 및 재해 등으로 인한)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과세가
능 수입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박제성 외, 2011: 47,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s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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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명부에 등록된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
On lists at
31 March
2014

Changes between 1 April 2014
and 31 March 2015
Additions

Removals

On lists at 31
March 2015

Trade Unions

149

5

4

150

Employers’
Associations

56

0

2

54

자료 : Certification Office(2016).
<표 4-3> 명부에 미등록된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
Changes between 1 April
2014 and 31 March 2015

On lists at
31 March
2014

Additions

Removals

On lists at
31 March
2015

Trade Unions

13

0

0

13

Employers’
Associations

41

1

3

39

자료 : Certification Office(2016).
<표 4-4> 전체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 수
Listed

Scheduled

Totals

Trade Unions

150 (149)

13 (13)

163 (162)

Employers’
Associations

54 (56)

39 (41)

93 (97)

주 : ( ) 안은 전년기준.
자료 : Certification Office(2016).

와 56개이며 미등록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는 각각 13개와 39개였다.
<표 4-5>는 현재 연간 수입이 250만 파운드 이상의 영국 내 등록된 27
개 사용자협회의 재정 현황과 회원수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회원수
와 총자산을 기준으로 영국 내 최대 사용자협회는 총 92,412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고, 자산규모가 1억 2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전국농산업자협
회(National Farmers Un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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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13～14년도 회계 기준 영국 내 등록된 사용자협회 재정 및 회원사 현황

자료 : Certification Office(2016).

한편, 인증관의 역할과 권한은 최근 추진 중인 개정노동법에 의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관의 기존 권한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법규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조합원 명단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및 기업단위 노
조의 기록 및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조합원이 아닌 자도 노
조의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노조에 최대 2만 파운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새로운 법에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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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운영활동에 있어 노조나 사용자협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어, 역설적이게도 노조에 대한 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인 노동조합이
감독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근
사임한 인증관(David Cockburn)은 새로운 제도변화가 노동조합이나 사
용자단체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관련법이 논
의되는 과정에서 인증관과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등 관련 제도변화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The
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 2016).
<표 4-6> 영국 내 산업별 대표적인 사업단체

자료 : Boléa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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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증관 운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의 운영에서의 재정상황,
회원 수(조합원 수)의 변경, 노동조합의 경우 집행부의 임금수준(사용자
협회는 1992년 관련법 개정으로 협회 집행부의 임금수준은 통보할 필요
가 없어졌음)까지 매년 연례보고서로 제출하게 하므로 제도적으로 정부
가 일정정도 개입해 이들 단체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 내에는 인증관에 등록된 사용자협회 이외에도 약 1,600개의 다양
한 사업협회(trade association)과 직업단체(professional association)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영세한 협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1,600개의
협회 중 1명 이상의 전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협회는 300～600개 정
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1,000개 정도는 상근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때문
에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회는 인증관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 이외
에는 많지 않다(Boléat, 2003). <표 4-6>은 영국 내 산업별 대표적인 사
업단체들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 협회는 각각의 영역에서 별도로 활동했기 때
문에 사업협회들의 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1995년 당시 가장 큰 사업협
회 중 하나인 ‘보험회사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보다 효
율적인 협회운영을 위해 다른 27개 대형 협회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 연구
를 진행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보험회사협회의 자체적인 기금과 일부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진행됐다. 이후 IT 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각 산업
내 협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1997년에는 130개 협회에 대한 벤치
마킹 연구가 진행됐다. 결국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1997년
‘사업협회의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사업협회포럼(Trade Association Forum,
TAF)’이 결성됐다. 사업협회포럼은 영국경총(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 CBI)의 회원은 아니지만 경총의 관리하에 있다(Boléat, 2003).
TAF는 설립 초기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몇몇 정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회원협회들의 회비 및 자문/
연구사업 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TAF는 주로 회원 협회에게 협회
관련 제도변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연례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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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최 지원, 사업협회의 활성화 지원, 관련 연구, 실무 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TAF는 지속적인 협회 연구를 통해 협회의 재정, 조
직구조, 회원사관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
련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 다른 협회들이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TAF 활동에 대해 회원사
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TAF의 사
례는 실질적으로 사업협회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조직이 없는 우
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TAF가 일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이 있었지만 자발적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협회들의 요구에 의해 지속적
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제2절 사례 1 : 전기공사협회(ECA)

1. ECA 개요
전기공사산업(electrical contracting industry)은 건설산업의 한 부분이
다. 전기공사산업에 종사하는 전기공들은 가정집, 병원, 학교, 공장, 발전
소 등의 건물 내외부 전기설비의 시공․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종
사하며 크고 작은 전기공사계약업체(electrical contractor)에 소속되어 있
다. 이곳에서는 이들 전기공사계약업체 사업협회인 ‘전기공사협회(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 ECA)’를 중심으로 해당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ECA는 1901년에 설립되어 11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영국의 비
즈니스협회 중 자산과 수입 측면에서 제5대 협회에 해당하는 대규모 협
회이다. ECA는 인증관(CO)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협회인 동시에
사업협회로서 주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자문 및 조사,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사관계 업무를 처리하고 전기공을 양성하는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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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지원과 자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발 훈련과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ECA에는 140여명 직원들이 근무 중인데 이들은 대부분 협회와 관련된
계약, 상업적․법적 문제, 기술부문, 노사관계, 교육훈련, 안전, 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2015년 기준 ECA에는 2,771개(전
기관련 업체의 약 80%)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는 약 3
만 명(전체 관련업종 고용의 90%)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 회원사들의 연
간 매출액은 5억 파운드에 달하며, 매년 8천 명의 도제생들의 교육/훈련
도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들은 규모도 다양해서 1인 소규모 사업자부터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을 포괄하며, 사업의 영역 역시
개인주택의 단순 전기설치부터 발전회사의 전력설비 설치까지를 포함하
고 있다. 2015년 인증관(CO)에 신고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ECA의 2015
년 기준 연간 수입은 3,930만 파운드(한화 약 600억 원)였으며, 지출은 약
2,905만 파운드, 총 자산은 4,624만 파운드를 기록했다(Certification Office,
2016).
ECA가 추구하는 목표는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기설비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회원사 간의 입찰경쟁 등에 있어 공정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설비산업 내 시장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공
사업체들의 자격기준, 해당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관련 자격증의 부여
및 그에 합당한 보상체계 구축,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전기설비
산업 내 질 좋은 인력의 확보와 유지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에서의 공사의 질 향상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ECA의 또 다른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익단체로서 정부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주로 산업
안전, 교육훈련, 자격심사,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로비활
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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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산업위원회(Joint Industry Board : JIB)
전기산업 내 노사관계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매우 갈등적 관계에 있
었으나 1960년대 초부터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양 당사자 간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1960년대 초 ECA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전기공사산업에서 임금인상을 약속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66～69년 노사 협약에서 전기산업 내 노사는
기존의 노사협의기구인 ‘전국․지역합동협의회(National and Area Joint
Industrial Council)’를 1968년부터 ‘합동산업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합의하
는데 이는 기존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던 협의 틀을 산업 내 고용관련
다양한 이슈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ECA는 전기공사산업에서의 대표 노동조합인 Unite와 ‘합동산업
위원회’에서 산업 내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관련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JIB는 노사 중립적 기구를 표방하
고 있으며 전기공사산업의 위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 복지, 직급,
도제교육 등에 대해 협의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JIB는 일종의 산업 내 노사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JIB는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내 종사자들의 역량
개발과 고용안정을 추구하며, 이러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통해 고객들
에게도 안심하고 JIB 회원사들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실
제로 JIB에서 운영하고 있는 ECS카드(후술참고)는 현장에서 전기공들의
기술력을 보증하는 자격증 역할을 하고 있다.
JIB 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National Board)’는
노동조합(UNITE) 대표 10명, 사용자협회(ECA) 대표 10명, 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장이 최대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공익위원(Public Interest
member)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회의를 주제할
뿐 아니라 회의 중에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과정에서 공익적 관
점을 유지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위원회 이외에도 이슈별로 다
양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JIB는 또한 6개의 지역협의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노사 각각 최소 5명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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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의 대표들은 통상 전국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며, 지역협의
회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외한 관련사업의 다양한 지역 내 이슈들을 논
의하는데 특히 지역 내 노사갈등에 있어 JIB 규정에 의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JIB에서 합의된 고용관련 표준기준에 의한 임금과 근로조건은 산업
내 종사자들의 동기부여와 기업에 대한 충성도, 고용유지 측면에서 긍정
적인 효과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내 고용조건과 관련된 혼란을 예
방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다(Alex Meikle, Director of
Employment and Skills, ECA, 인터뷰 2016년 7월). JIB 자체 조사에 따
르면 JIB 회원들 중 96%가 JIB를 통한 표준기준의 제시가 사용자와 종사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JIB 회
원사들의 고용유지률 역시 전체 산업수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
다. JIB의 회원사들의 회원유지 조건 중 하나는 JIB 회원사가 하청을 줄
경우, 이들은 반드시 JIB의 다른 회원사의 종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산업 내에서 전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JIB가 제공하는 표준
화된 임금과 근로조건, 직급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전기공
사분야는 건설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며 생산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JIB, 2015).
JIB의 주요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1. 직급(Grading) : JIB 전기공들은 자신들의 기술의 수준과 현장경험을
기준으로 직급(grading)이 정해진다. 현재 25만여 명의 전기공들이
JIB 직급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2. 교육훈련(Training) : JIB는 전기산업 내 도제공들의 등록과 관리감
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5년 현재 약 만 명의 도제공들을 관리하
고 있다.
3.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 JIB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산업 내
모든 노사분쟁은 JIB에 보고되어야 하며, JIB 전국위원회가 분쟁해
결에 개입하지만 가능한 지역협의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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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쟁의 95%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 만약 지역
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전체분쟁의 약 5%), 노사 각
각 1인으로 분쟁위원회(Dispute Committee)를 구성해 분쟁 조사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현재까지 분쟁위원회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없었다.
JIB 내 단체교섭은 전국위원회와는 별도의 교섭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이때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Unite 내 건설산업본부 대표 1명, Unite 전
임자 1명, JIB 회원사에 종사하는 대의원(shop stewards) 2명, 전기산업
고용문제 전문가 1명(JIB 회원사에 종사할 필요는 없음) 등 총 5명으로 구
성된다. 사용자 교섭위원은 ECA 교섭대표(ECA’ Chief Negotiator) 1명,
대형 회원사 대표 1명, ECA의 노사관계 본부장(ECA’ Head of Employee
Relations)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4. 생산성(Productivity) : JIB는 산업 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분석자료 및 새로운 전시설비관련 정보
를 제공한다.
5. 복지(Welfare) : ECIS를 통한 복지 제공(후술 참고)
6. 건강 및 건강검진(Health and Health Screening) : ECIS를 통한 건강
검진.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이러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
했다.
7. 멤버십(Membership) : JIB의 주요 회원은 5,000개의 전기공사계약회
사, 그들이 고용한 전기공(도제공 포함)들이다. 모든 회원들의 세부
정보는 전산화되어 관리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JIB의 인력수급계획,
정관변경, 복지제도 개선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8. ECS : JIB는 정부의 건설산업 기술자격제도인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에 의해 산업 내 건강안전인증을 책임
지는 정부인증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JIB는 자체적
인 기술인증을 보장하는 ECS c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총 40만 명이 이 카드의 취득을 위해 심사를 거쳤다.

제4장 영국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173

<표 4-7> JIB 임금협약 내용(2017년 1월 2일부터 적용예정)

자료 : JIB 홈페이지(2016).

JIB는 2016년 7월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적용되는 4년간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몇몇 산업분야 및 공공부문
에서 2～3년간 적용되는 임금협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
실이나 4년간 유효한 임금협약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표 4-7>
은 201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각 직급별 임금수준(National
Standard Rates)을 보여주고 있다. 단, 런던에서 근무할 경우, 전국기준임
금(National Standard Rate)보다 다소 높은 별도의 런던기준(London Rate)
이 적용된다.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공사산업 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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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은 전기공(operatives)과 도제공(apprentices)이 별도로 적용되며,
도제공의 경우 4단계로, 전기공의 경우 6단계의 직급별로 임금이 적용된
다. 이때 도제과정을 거처 NVQ level 3의 자격을 취득하면 Electrician의 직
급을 부여받는다(후술 참고).

3. ECA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ECA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습득한 전기시
공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
조,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에서 공인하는 훈련과정과 자격제도의
발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영국 내 대부분의 전기공(electrician)은 도제
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훈련받고 자격을 획득하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ECA는 주로 전기공을 양성하는 국가 공인 직업훈련교
육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지원, 자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발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매우 복잡한 신기술의 전기장비들이 도
입되고, 건설서비스공학(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분야는 전기뿐
아니라 가스, 수도, 환기관련 업무도 함께 융합돼 있어 전기공들의 더 높
은 기술력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 도제제도(apprenticeship)
1965년 노사 간 도제제도에 대한 합의(Apprenticeship Agreement)가
있었는데 이는 산업 내 최소기술을 도제공들이 확보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
다. 1983년에는 노사 합의로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산업에 적용
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999년 JIB 교육프로그램(JIB
Training Scheme)이 도입되었고 이후 이를 발전시켜 전기산업 내 국가
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제도가 도입되었다
(JI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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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 도제제도 지원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16～17세이지만 연령제한
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도제공이 19세 이상인 경우, 국가의 교육비지원
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16～17세에 시작하는 도제교육은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제공이나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직장
외교육(off-site training)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전기공 도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GCSE 과정 중 4개 과목
에서 C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추가적으로 설계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누구
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훈련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해 적성심사를 거쳐야 하며, 색맹인 경우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
다. 도제 교육과정은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4년
정도가 소요된다. 교육과정의 구조는 제1단계(약 18개월 소요), 제2단계,
제3단계를 거쳐서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
NVQ) level 3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 등에 있어 ECA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
기도 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다. 도제교육생은 도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고용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보수는 프로그램의 진행정도에 따라 인상된다(표 4-7 참고). 때문에 도제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현장교육이 자연스럽게 병행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획득하면 전기공이
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전기공사산업 내 이러한 도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다양하나 반드시
JIB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ECA와
Unite가 1990년 공동 설립한 JTL이라는 교육기관이며, 잉글랜드와 웨일
즈 내 3대 현장중심교육기관(work-based learning providers)으로 인정
받고 있다. JTL 역시 JIB가 노사협약에 따라 인증하고 교육을 권장하는
기관이다. JTL은 교육기관이지만 수익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인자선단체
로 등록(reg. no. 1080254)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금은
전액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제공들의 교육비를 지
원하는 사용자 보조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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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 NVQ) 제도가 도
입된 이후 JTL은 전기설비산업에 적용되는 Level 3 국가직업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 NOS)69)의 교육과 자격인증에 부합하는 자체적
인 교육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인력양성 관련 영
국 ECA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 국가직업표준(NOS)을 작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CA는 특히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전력시공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
육과정에 어떠한 지식과 실무과정을 편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특히 전기설비의 시공분야에서 매우 섬세한 작업이 요구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산업 내 이러한 니즈를 국가직업표준에 포함되게
하고 관련 기술을 교육생들이 습득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인증한 건설서비스기술분야 산업별숙련협의회(Sector Skills
Councils)70)인 SummitSkills는 JTL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인증제도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이들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JTL 프로그램에 도제공으로 등록하게 되면 <표 4-8>과 같은
프로그램을 약 4년간 이수해야 한다. 이때 도제공은 현장에서 소속된 회
사로부터 현장경험을 통한 교육을 받는 동시에 JTL이 인증한 교육기관
을 통한 이론/실습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JTL 인증 교육기관으로부터
이수해야 할 교육프로그램은 정부가 도제과정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기
술 및 지식 역량71)의 기준들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69) 영국의 국가직업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이하 NOS)은 최적의 업
무수행 기준을 의미한다. NOS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NCS와 유사한 개
념으로 개인이 작업장에서 관련된 기반 지식과 이해를 갖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성취해야 하는 수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김미숙, 2013).
70) 영국 정부는 산업숙련협의회(Sector Skills Council : SSC)를 산업계가 주도하고
소유권을 갖는(business-led and owned) 산업별 인적자원개발기구로 정의한다.
산업숙련협의회(SSC)는 기존의 산업별 훈련과 자격기준개발기구인 73개 국가훈
련기구(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s : NTO)를 2001년 이후 개편한 것이다.
당시 개편의 초점은 산업별기구에 대한 기업의 참여 확대와 전략적 기능 강화에
놓여 있었다(최영섭, 2005). 2016년 8월 현재 영국 내에는 27개 산업분야에 SSC
가 존재한다.
71) 1) An NVQ at Level 3 (the competence part), 2) A knowledge based element at
Level 3, 3) Transferable Skills at Level 2, 4) Employe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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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전기공 도제교육 방식

자료 : JTL 홈페이지(2016).

끝으로 도제공이 관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는 전기설비산업
내 검정기관인 NET(National Electrotechnical Training)가 인증한 40개
의 평가센터(assessment centres) 중 하나에서 자격인증 평가와 검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때 평가와 검정은 AM2
(Achievement Measurement 2)라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실시되는데 AM2
는 이틀에서 삼일 동안 총 16.5시간에 걸쳐 크게 네 분야(설비실습, 점검,
5) Personal Learning & Thinking Skills, 6) Any industry specific requirements
JTL 홈페이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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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결함발견, 30개의 객관식문제)에 대한 테스트로 진행된다(JTL
홈페이지, 2016).
나. 기타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제공이 도제프로그램을 이수해 전기공(electrician)이 된 이후에도 선
임전기공(Approved Electrician), 기술사(Technician) 등으로 조직 내에
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으며,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상위직급(grade)으로 승급
하기 위해서는 보통 더 높은 수준의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하위직급에서의 최소 근속기
간을 채워야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JTL은 또한 전기설비산업 내 특별기술을 위한 자격증, 보건안전자격
증, 경영기술개발 프로그램 등 도제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Advanced Apprenticeships, Traineeships, Training Courses
and NVQ Assessments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로 25세 이상 기 취
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화교육프로그램은 대게 야간에 진행되며,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경영개발훈련(Business Development Training) 과정을 1990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와 비회원사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 경영에 필요한 성과관리, 보고서 작성법, 인터뷰
기술, 발표력 제고, 프로젝트 관리, 시간관리 등 매우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대게 하루에서 길게는 3일간 진행한다(JTL
홈페이지, 2016).
ECA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운영하는 JTL을 통한 교육과정 이외에도
전기안전 관리협회(Electrical Safety First : ESF)와 함께 각각의 기관에
서 진행 중이던 교육과정을 2013년 통합해 JTL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개 기관은 합작회사(joint venture company)
인 Certsure을 설립했으며, 현재에는 Certsure에서 건설전기설비회사를
대상으로 각종 인증제도와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Cert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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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행하는 교육과정과 이를 통한 자격증은 영국 전체에서 통용된다.
Certsure는 영국 정부가 인정하고 영국 상무성 산하의 유일한 공인기구
인 UKAS(The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로부터 공식인증
을 취득한 교육기관이다. 현재는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
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Certsure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표 4-9>와 같이 크게 일곱 가지 분야로 나뉜다.
<표 4-9> Certsure 교육 프로그램
교육분야

교육내용

Electrical
work/
technical

Certsure offers a wide range of electrical training courses
comprehensively covering all areas that you need to know
as an electrical contactor or Part P electrician. Courses
include 17th Edition, PAT testing, electric vehicle charging,
home automation and data cabling.

Fire detection
and alarms

These courses cover the modules needed to design, install
and maintain fire alarm systems to the required British
standards.

Emergency
lighting

Renewables

Emergency lighting systems are used in commercial settings,
schools, hospitals and so forth. To be able to design and
install these systems we have devised the necessary electrician
training courses.
To cater for this emerging sector, Certsure provides
electrician certification in a range of renewables including
solar photovoltaic, solar thermal hot water, heat pumps and
underfloor heating.

Gas, heating
and oil

We offer modules in gas, heating and oil so that you can
work in both domestic and commercial settings.

Health and
safety

Health and safety is a necessity and these training courses
cover all the areas that are vital for ensuring safe working.

Business
development

Whether you’re working as a sole trader or in a large
electrical contracting firm, electrical training is a vital part
of your company’s operation. Certsure offers a broad range
of business improvement and business support courses
including auditing,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contract
formation.

자료 : Certsure 홈페이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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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지원제도(JIB Skills Development Fund)
ECA와 Unite가 설립한 JIB는 종사자들이 전기산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
발기금(JIB Skills Development Fund)’을 운영하고 있다. JIB 회원사 소
속의 종사자들은 JIB의 일반적인 직무요구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원할 경우 기술개발기금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72) 일반적으로
기금이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단기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며
각각의 교육비용의 50%까지 최대 625파운드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나 그
이상의 지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
또한 JIB 회원사의 종사자가 석사과정과 같이 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
하고 싶을 경우, 기술개발기금 내 장학금제도(JIB Scholarship Grant)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학금제도는 현
재 전기공학분야, 노사관계분야, 고용분야 등 전기산업과 연관된 석사과
정 이상에만 지원되고 있다. 지원 자격은 JIB 회원사 직원이나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JIB 회원이며 최소 선임전기공(Approved Electrician) 이상
의 직급이어야 하며, 장학금은 연간 3,000파운드가 지원된다. 실제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 현장 도제공에서 시작해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사
례도 있다(JIB 홈페이지, 2016).

72) 기술개발기금 지원 가능 교육훈련프로그램:․BSc/Foundation Degree in Building
Services․BTEC National Certificat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City & Guilds 0603 Level 3 Certificate in Process Technology․City & Guilds 2399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of Photovoltaic Systems․City & Guilds 4353-01
Level 2 Certificate CAD (2D)․City & Guilds 4467 Higher Professional Diploma
in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Electrotechnical Pathway)․ECA Management
Development Courses․Fire Detection & Alarm Systems for the Workplace․
Foundation Degree in Electrical Installation․High Voltage Operation and
Safety․HNC in Contract Management․HNC in Electrical Building Services․
HNC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HNC in Measurement &
Control Systems․ONC in Building Service Engineering․Bridg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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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CA의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가. ECA 제공 보험제도
ECA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보험서비스를 회원사와 회원사에 채용된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ECA의 보험서비스는 자회사격인 ECIC
(EC Insurance Company)를 통한 전기사업자 등 전기설비회사들을 대상
으로 산재, 부채, 영업손실 보상 등에 대한 보험서비스와 ECIS(EC Insurance
Services)를 통한 전기설비산업 내 사용자와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서비
스로 구분된다. ECIC는 ECA, 전국지붕건설협회(National Federation of
Roofing Contractors : NFRC), 스코틀랜드 전기공사협회(SELECT) 등 3
개의 비즈니스협회, 5개(Electrical Contractors, Renewable Contractors,
HVAC Contractors, General Contractors, Roofing Contractors) 설비회
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CIC 홈페이지, 2016).
ECIS 서비스는 개인의료보험,73) 건강검진(신장질환, 협압, 전립선 및
고환암, 당료병 검사 포함), 직원 지원상담,74) 특별 의료치료에 대한 현금
지급, 치과치료, 생명보험(사망 시 3만 파운드 일시불 지급), 개인사고수
당,75) 병가수당, 차량보험 등을 포함한다. ECIS는 ECA와 해당산업 내 대
표 노동조합인 UNITE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JIB의 보험보장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
73) ․Full cover for cancer treatment․Generous out-patient limits․Mental health
cover․Parental accommodation․NHS Cash benefit․No medical checks or
declarations․Options to add dependants on a self pay basis․£150 yearly
excess․Dedicated services to ensure fast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conditions - no GP referral required.
74) ․Difficulties at work․Stress, ․Bereavement․Anxiety and depression․Money
management․Divorce․Consumer rights․Parenting․Careers and training advice.
75) ․£25,000 if an employee suffers a loss of limb or vision․Additional £25,000 if
the loss of limb or vision is as a direct result of an injury or disease sustained
whilst at work․£55,000 in the event of accidental death if an employee dies as
a result of an injury or disease sustained whilst at work․£12,500 in the event
of accidental death if an employee dies as a direct result of an accident whilst
travelling to or fro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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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보호
하청노동자의 활용에 있어서도 JIB는 하청업체가 반드시 JIB 회원사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JIB에서
합의된 고용관련 규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예
외적으로 파견회사의 전문성과 설비 등을 고려해 JIB가 허가한 경우에
한해 파견노동자(employment business labour)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JIB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파견노동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JIB가 제공하는 기준들이 훼손될 여지가 있고 해당 산
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파견 노동의 문
제는 여전히 노사 간 쟁점사항 중 하나로 남아 있다(Alex Meikle, Director
of Employment and Skills, ECA, 인터뷰 2016년 7월).
우선 JIB는 전기기술산업 내 안정적인 교육훈련 제도, 안전에 관한 기
준, 우수 인력개발 등을 위해 가능한 직접고용을 최대한 권장한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불확실성 확대, 단기간 사업 증가 등
직접고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파견노동 활용의 불가피성은 노사 모두 인
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산업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ECA 회원사가 파견노
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ECA 회원사는 파견고용 사용 이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한다.
2)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나 작업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파
견노동을 활용할 경우, 파견노동을 활용하는 동안에는 직접고용 노
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3) 파견노동의 경우에도 JIB가 합의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이
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JIB 회원사와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회사는
JIB산업정보서비스(JIB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에 참여해야
한다.
4) 해당 파견회사는 JIB 협약수준의 노사관계를 가져야 하며 Unite와
관련 협약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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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파견노동자는 그들의 기술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JIB에서 관리
하는 ECS Card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6) 파견노동을 활용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JIB의 목적을 훼손
하지 않기 위해 전체 노동자 중 파견노동은 과반을 넘을 수 없다.
7) 위와 같은 조건들로 인해 노사갈등이 발생할 경우 JIB에 이를 통보
해야하며, JIB는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자영업 전기공(self-employed operatives)의 기간제 활용에 있어서도
파견노동과 유사한 기준들이 요구된다. 자영업 전기공의 경우, JIB의 ECS
Card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 JIB 직급체계에 의해 고용된 경험이나 그
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JIB가 규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
(Public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영업 전기공의
경우라도 반드시 직접 고용된 관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만 한다(JIB,
2015).

제3절 사례 2 : 지방정부협회(LGA)76)

이곳에서는 영국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
의 주요 역할과 활동, 특히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채용, 교육
훈련, 임금,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노동시장 내 활동을 통해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내 지방정부 부문은 전체 공공부문 중 45%의 고
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약 260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Oliver et al., 2014).
때문에 지방정부협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고용시장
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어 자율적인 예산운용이 불가능하
76) 일부 내용은 채준호(2005, 2010a, 2010b)의 연구를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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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
앙정부와의 마찰이 목격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도입된 이후로도 지방정
부의 자율권은 상당부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지방정
부의 경우, 지방정부별 고용, 임금체계, 직급체계, 직무평가, 교육훈련 등
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를 조율하는 지방정부협회의
역할은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협회가 존재하나 이들 조직이 해당 노동시장에서 그 역할을 전
혀 못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영국 지방정부협회의 역할과 활
동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LGA 개요
영국 지방정부협회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 형태별 협회(association)
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비교하자면 광역
시협회, 광역도협회, 서울시자치구협회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
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의 대표적 영국 내 지방정부협회는 광역시협회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uthorities), 군의회협회(Association of
District Councils), 시의회협회(Association of County Council), 런던자치구
협의회(Greater London Council) 등이 있었다. 단, 이들 다양한 형태의 지방
정부협회의 조정자 역할을 했던 ‘지방정부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했다.
형태별 각각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고, 각 지방의
회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정당이 다르다 보니 형태별 지방정부
간 이견과 마찰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때로는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 간 정책적 갈등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했다. 문제는 지방정부 형
태별로 별도로 각각의 협회가 존재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하나
로 통합하기도 어렵게 했고 대정부․대의회 로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협
회 간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잉글랜드 내 지방정부협회들이 지방정부 형
태와 상관없이 1997년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
통합 설립하였고, 1999년에는 잉글랜드의 LGA와 웨일즈의 LGA(We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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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 Association)가 통합돼 현재의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가 출범했다(채준호, 2010b: 45).
이들의 주요 임무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중
앙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LGA는 영국 내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대중앙정부 로비를 담당하는 민간단체인 것이다. LGA의 주요 관
심사는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재정정책 등에 영향력
행사, 중앙정부부터 보다 폭넓은 자치권 확보, 각종 중앙정부 정책에 각
지방정부의회 의견반영,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개발, EU법안 재정
시 회원단체의 요구 관철, 대중들에게 전체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유일창
구로서의 역할, 중요 서비스 제공관련 모범사례 개발 및 홍보, 지방정부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 등으로 요약된다(LGA, 2015).
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는 LGA는 지방정부 사용자로서 지방정부의 행
정을 지원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사관리나
노무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정부 내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에서의 해당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 내 지방정부는 LAG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LAG에 가입되어 있다. 2016년 현재 LGA에
는 414개 전체 잉글랜드 지방정부, 22개의 웨일즈 지방정부(웨일즈지방정
부협회(Welsh LGA)를 통해), 31개 지방 소방청(fire authorities), 10개의
국립공원 등이 가입되어 있다. 연간 LGA의 예산은 약 5천만 파운드 수준
이며, 2015년 기준 LGA에는 306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LGA 홈페이
지, 2016).
LGA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General Assembly)인데 매해 여름 개최
되는 연례회의(LGA’s Annual Conference)에 회원조직은 한 명 이상의
대표자를 보내 관련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때 대표자들이 행사하
는 의결권의 범위는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인구에 비례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명 이하의 지방정부는 2표, 80만 명 초과 지방정부는 17표의 의결권
이 주어진다. LGA의 협회장, 부협회장은 LAG 내 4개의 정치그룹(LGA
Political Groups)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총회에서 인준해 선출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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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룹은 노동당그룹(Labour group), 보수당그룹(Conservative group),
자유민주당그룹(Liberal Democrats group), 소수정당 중심의 독립그룹
(Independent group)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그룹이
추천한 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매 6주에 한번 개최되는 리더십보드(Leadership Board)에서
는 운영부서(Executive)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전략적 우선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리더십보드
는 다양한 정당의 지방자치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실무적인 정책
실행을 책임지는 운영부서(Executive)는 리더십보드 멤버(16명)와 각 하
위분과위원회(Boards)77) 위원장(9명), 각 지역본부(잉글랜드 8명, 웨일즈
1명)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LGA의 정책을 리더십보드와의 협업
을 통해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LGA 홈페이지, 2016).
[그림 4-1] LGA의 조직도

자료 : LGA 홈페이지(2016).
77) ․Children & Young People Board․City Regions Board․Community Wellbeing
Board․Culture, Tourism & Sport Board․Environment, Economy, Housing &
Transport Board․Improvement & Innovation Board․LGA Leadership Board․
People & Places Board․Resources Board․Safer & Stronger Communitie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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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분과위원회(Resources Board)
LGA 내 자원분과위원회(Resources Board)는 9개의 분과위원회 중 하
나로 지방정부 내 재정, 복지, 인력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발전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직원들의 임금, 연금, 고용, 인력정책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역시 자원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원분과위원
회의 구성은 지방정부 내 다수당의 비율을 반영해 지방정부 의원들로 구
성된다. 2015년 기준 보수당위원 7명, 노동당위원 7명, 자유민주당위원 2
명, 소수정당을 대표하는 독립위원 2명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기관으로 웨
일즈지방정부협회(Welsh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대표위원 1명,
북아일랜드지방정부협회(Northern Irel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대표위원 1명, 지역사용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gional Employers)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분과위원회는 과거 지방정부 사
용자단체의 역할을 했던 인력분과위원회(Workforce Board), Employers’
Organisation, Local Government Employers의 역할을 이어받고 있다.
LGA 내 자원분과위원회 중 지방정부 근로자들과 관련된 업무는 실무
부서인 ‘워크포스팀(Workforce Team)’에서 담당한다. 워크포스팀은 인력
전략자문팀과 교섭팀으로 구성된다. 인력전략자문팀(Workforce Strategy
& Workforce Consultancy Team)에는 총 6명의 전문위원(Senior Adviser)
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섭팀(Negotiation Team)에는 고용관련정책 업무,
노동법 관련 업무, 노동조합과 교섭을 담당하는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LGA 홈페이지, 2016). LGA 워크포스팀은 지방정부 사용자 입장에
서 임금, 연금, 고용이슈, 노동조합, EU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에 있어 이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위 지방정
부차원에서의 교섭에 있어 중앙단위 단체협약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 병가, 임금제도
및 체계, 보건안전, 연령차별 등의 이슈에 대해 지침을 하달하고 자문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78) LGA가 명시하고 있는 워크포스팀의 담당업무
78) 하지만 워크포스팀이 직접적으로 전국단위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교섭위원들이 참여한다. 전국단위 교섭은 NJC라는 별도의 교섭기구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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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새로운 직무수행 방식, 인련계획, 조직개편, 직원들의 참여유도,
중간관리자 관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략, 분쟁해결,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 공공의료 인력자원 개발, 전국단위 단체교섭 자문, 지방정부 내 단
체협약 이행 지원, 노동법 관련 자문 및 지침 마련 등을 포괄하고 있다
(LGA 홈페이지, 2016).

3. 지방정부 단체교섭과 LGA의 역할
LGA는 지방정부 내 노사 간 단체교섭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LGA가 지방정부 내에서 우
리로 치면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정부 고위관리자 교섭(JNC(Joint
Negotiating Committee) for Chief Executives and Chief Officers), 검시
관 교섭(JNC for Coroners), 기능직 교섭(JNC for Craft Workers), 소방
관 교섭(NJC for Firefighters), 법원근로자 교섭(JNC for Magistrate’
Court Service), 경찰교섭(Police Staff Board), 교육감독관 교섭(NJC for
Education Inspectors and Advisers), 청소년지도사 교섭(JNC for Youth
Workers) 등 다양한 교섭단위에서 사용자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이다
(LGA 홈페이지, 2016). 다양한 교섭 단위 중 이곳에서는 교섭의 영향력
이 가장 큰 지방정부 근로자79)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과거 지방정부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은 현업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1993년 지방정부 내
현업직 중심의 노동조합(NUPE)과 사무직 중심의 노동조합(NALGO)이
통합되고 지방정부 내 현업직과 사무직 간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적 요
소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별도로 존재하던 2개의 교섭구조는 1997년
‘단일지위협약(Single Status Agreement, SSA)’에 의해 ‘전국공동평의회

되며 NJC 내 사용자 교섭위원과 지원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첩되긴 하지만 같
은 것은 아니다.
79)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공무원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일종의 공공부문인 지방정부 근로자(local government employee)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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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C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NJC)’로 통합되었다.80) NJC를 통
한 전국단위 집중화된 단체교섭에서 LGA는 사용자단체로서 참여하고 있
다. NJC의 협약내용은 150만 지방정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영
국 내 단일 교섭으로는 적용대상이 가장 큰 교섭이다(채준호, 2010: 39).
지방정부의 경우, 이와 같은 NJC를 통한 전국교섭 이외에도 권역별 지
역교섭, 단위 지방정부 단위 등 크게 3단계의 교섭구조를 갖는다. 최상위
교섭구조인 NJC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해 교섭
을 진행하고, 13개의 지역협의회(Provincial Council)의 지역 이슈에 관한
교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 지방정부 교섭이 진행된다. 전국수준의 단
협 중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여전히 단위 지방정부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중요한 점은 단위 지방정부 내 직급별 임금수준
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약의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직급 및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 4～49까지의 임금포인트에 대한 인상률(표 4-11 참조)은 전국적으
로 적용되나 각 지방정부별로 직무평가를 통해 각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
포인트는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 <표 4-10>은 런던의 남부지역에 위
치한 Crawley(기초단위 지방정부)의 임금협약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NJC 임금포인트(spinal column points, SCP)는 4에서 49까지 존재하나
그 해당 임금포인트별 13개(A～M) 직급의 구분은 직무평가를 통해 자율
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채준호, 2010a: pp.82～83).
최근 지방정부 임금교섭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기본급 2.2% 인상에 노사가 합의했으며,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2.2% 이상 상승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
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다른 직급보다 더 높게 인상하고 있는
방식은 2000년대 초부터 노사가 합의해 시행해오고 있다.
80) 1997년 지방정부 내 생산직과 사무직노동자들 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지방정부
노동조합과 LGA 간 ‘단일지위협약(Single Status Agreement : SS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거 생산직과 사무직 간 별도로 존재하던 임금, 직급체계가 통합되었
으며 동일가치․동일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직무평가(job evaluation)가
실시되었다(채준호, 2010: 38～39).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여전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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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Crawley 지방정부 임금협약 내용
NJC
임금포인트

새로운 직급
A

4-5

B

6-9

C

10-13

D

14-17

E

18-21

F

22-25

G

26-29

H

30-33

I

34-37

J

38-41

K

42-45

L

46-49

M

50-53
(지역포인트)

대표적 직무

공원관리 보조, 환경미화원, 간호보조사

단순사무, 비서

지역 주택관리사

정책관, 주택관리관

선임 정책관

미래정책관리관, 건설관리관

자료 : IDS(2005), p.96.

<표 4-11>은 글로체스터쉐어(광역단위 지방정부) 학교의 사무직 근로
자(교사 제외)의 임금협약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
교섭에서는 각 임금포인트(spinal column points, SCP)별(5～49까지) 임
금인상률이 정해지며, 자체적으로 결정한 11개 직급별(B～L) 해당 임금
포인트를 지정해 임금을 인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임금포인트
11부터 49까지 2.2%의 인상안을 반영하고 있지만 임금포인트 5에서는
£1,065(8.56%), 임금포인트 6에서는 £1,000(7.93%), 임금포인트 7에서는
£800(6.19%), 임금포인트 8에서는 £550(4.13%), 임금포인트 9에서는 £350
(2.55%), 임금포인트 10에서는 £325(2.32%)가 인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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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글로체스터쉐어(Gloucestershire County Council) 학교 지원인력
의 임금

자료 : Gloucestershire(2014).

(Gloucestershire, 2014). 때문에 각 지방정부에서의 직무평가를 통한 직
급체계 및 임금체계 개편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러한 개편과
정에 있어 LGA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후술 참고).

4. 인사관리 관련 정책지원 사업
가. 직무평가
LGA는 회원 지방정부에게 인사관리 관련 정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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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평가, 임금체계 개편, 각종 수당제도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LGA는 지방정부 일반 직원들의 직무평가, 고위 관리자들의 직무평
가, 임금체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을 조직 내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들
을 활용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LGA는 자신들이 보유한 다양한 분석자
료를 활용해 개별 지방정부 맞춤형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결과를 활
용한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LGA가 제공하는 직무평가
및 임금제도 정책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LGA 홈페이지, 2016).
- 직무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 직무평가 질문지 작성 시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및 담
당자 워크숍 실시
- 임금체계 개편 지원 서비스 제공
- 성과평가제도 관련 정책 지원 및 평가관리 체계 설립
- 각종 제도별 각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 개최
- 직무평가 설문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일
대일 인터뷰 진행
- 임금결정을 위한 공공부문 임금비교 정보 제공
- 임금 및 수당관련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나. 고위 관리직 채용지원
영국 지방정부 근로자들은 우리의 공무원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영국에서 공무원의 개념은 중앙정부 공무원들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근로자은 공공부문 중 지방정부 분야 근로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영국 지
방정부 근로자들은 공무원자격을 요구하는 별도의 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통해 채용이 결정되며, 대부분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입
직 후 대부분 같은 업무만을 수행하며 자동 승진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고위관리자들은 한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승진한
자들보다는 외부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LGA는 지방정부 고
위 관리자 채용에 있어 별도의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영국
의 지방정부는 별도로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의회의 다수당 의장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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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 역할을 대신하지만 그 역할은 미미하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정
부 운영을 책임지는 것은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과 고위 관리자
(Chief Officers)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채용은 그 의미가 크며, 고위
관리자 채용에 있어 각 지방정부 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
면 LGA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LGA 내에는 지방정부 고위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조직을 운영 중에 있다.
오랜 기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방정부 회원들의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GA의 고위직 채용과 관련된 업무 영역은 퇴
직자 면접을 통한 직무 및 조직분석, 직무명세서 작성, 채용공고 및 적정
매체 선정, 채용정보 제공, 모집 및 선발절차 개발, 선발평가 실시, 면접참
여 및 자문서비스 제공, 신규 고위직 임금결정, 채용관련 담당자 및 고위
관리직 교육, 채용과 고용유지에 있어 차별금지 정책 검토 등 매우 다양
하다(LGA, 2016b).
LGA는 공공부문 내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이
페이체크(Epaycheck)’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고위관리자들의 임
금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채용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이페이체크’는 LAG 회원 중 70%, 375개 지방정부 내 4천 명 이상의 고
위관리자들의 임금을 분석한 ‘고위직 임금보고서(Senior Pay Report)’를
발간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375개 지방정부 중 1
인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이 있는 지방정부는 331개였으며, 41개
지방정부는 1명의 수석행정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으며, 3개의 지방정
부는 2명의 Executive Directors가 수석행정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임금보고서’에서는 지역(권역)별, 지방재정 수
준별 고위직의 임금수준을 분석했는데, 최고위직인 수석행정관의 평균임
금은 122,210파운드였으며, 런던지역의 경우 평균 173,313파운드, 낮은 권
역은 평균 106,800파운드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관리자(Chief Officers)들의 평균임금은 96,950
파운드로 2010년 기준 101,300파운드보다 4.7%가 감소했다. 수석행정관
들의 임금은 63%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는 단일임금제(spot salaries)
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paycheck, 2015). 이와 같은 관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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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임금분석은 관리자들의 채용과정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된다(Epaycheck, 2015).
다. 임금 및 고용관련 연구사업
LGA가 지방정부 근로자 임금 및 고용과 관련해 진행하는 연구는 일정
기간마다 정지적으로 실시하는 정례연구와 특별한 이슈에 따라 진행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정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는 크게 매
년 실시하는 ‘지방정부임금조사(Local Government Earnings Survey)’와
‘지방정부인력조사(Local Government Wrokforce Survey)’, 2～3년 마다 실
시하는 ‘지방정부의원조사(National Census of Local Authority Councillors)’
등 세 분야가 있다. 최근 실시한 비정기적인 연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대안, 성과 연계형 임금체계로의 전환, 사회서비스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전략 등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LGA는 이들 정기
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내 인력과 고용
관련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LGA 연구결과들을 간
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결과 제시한 권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
다(LGA 홈페이지, 2016).
2015년 실시된 ‘지방정부인력조사’는 잉글랜드 내 353개 지방정부 인사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이 중 153개
지방정부가 설문에 응답한 값을 분석했다. 지방정부 근로자 1인 평균
(median) 교육비(training expenditure)는 연간 134파운드 수준이었으며,
지방정부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91파운드의 교육개발비를 지출한 것으
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정부 근로자들은 연간 평균 0.8일의 직장외훈련
(off-the-job training)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인사부서장들
은 지방정부 근로자의 경우 영리성 지원(supporting commerciality) 역량
(77%)과 디지털화 및 기술활용 역량(68%)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으며, 향후 12개월간 가장 시급히 필요한 관리기술로는 ‘영리성 지원 역
량’(48%)과 ‘변화관리 역량(managing change)’(47%), ‘성과관리 역량
(managing performance)’(44%) 개발을 꼽았다. 채용과 고용유지관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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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지방정부 부문에서 2015년 평균 13%의 이직률, 7%의 구인율
(vacancy rate)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3%의 지방정부가 유연근
로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
정부 구인공고 중 54%는 하나 이상의 유연근로 형태로 근무하는 조건을
포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방정부별 임금기준 상위 5명 중 여성의 비중은 46%인 것으로 나
타났다. 대표 직군 근로자의 임금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근속에 의한(time served) 임금인상 제도를 실시 중인 지방정부는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공헌 연계형 임금체계(performance/
contribution related progression)는 22%의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지방정부 중 93%는 매년 직원만족도조
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68% 지
방정부가 조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됐다(LGA, 2016a). LGA는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는 직원들의 교육․개발을 위한 투
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가 지방정부별로 요구되는 리즈를 반영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새로운 채용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
연근무제도를 확대 적용해 여성인력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근속에 의
한 임금인상보다는 성과 연계형 임금제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LGA,
2016a)(후술 참고).
라. 동일임금
1997년 단일지위협약 이후 지방정부 현업직과 사무직 근로자 간 임금
과 근로조건은 직무평가를 통해 하나의 임금직급체계로 통합되었다. 임
금직급체계의 통합과정 중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동일임금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입장은 중앙정부 역시 강하게 주장했는데
2003년에는 전 공공기관에서의 동일임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특히 남
녀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 방
침은 LGA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노동조합과 함께 지방정부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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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위협약 이후 직무평과의 과정에서 동일임금관련 소송이 급증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단일지위협약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여전히 약 75%의 지방정부 내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유
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성 근로자들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약 50억 파운드의 예산이 동
일임금 소송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 같
은 현상은 과거 현업직과 사무직 근로자들 간 임금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측면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공원관리, 환경미화와 같은 남성 현업직 근로
자들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나 수당을 받았으나 같은 직급의 여성 사
회복지사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수령임금에서 큰 차
이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여성 근로자들의 불
만이 높아졌고 2011년 한해에만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제기된 동일임금관련 소송이 23,800건에 달했다(Eurofound, 2013; BBC,
2007).
[그림 4-2] 지방정부 전일 노동자의 성별 임금비교(1988～2002년)

Full-time 남성 주간임금

Full-time 여성 주간임금

자료 : New Earnings survey 1988～2002. 채준호(2005: 1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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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지방정부 내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단위 파업이 있은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GA와 지방정부 내 3개 노동조합은 임금위원회(Pay
Commission)를 설립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할 쟁
점으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꼽았다. 당시 이 위원회가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2년 사이 지방정부 내 전일제 근로자들의 성별 임
금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주간임금 기준으로 남성 근
로자는 204 파운드, 여성 근로자는 158 파운드로 46파운드의 격차가 있었
으나, 2002년 그 격차는 67파운드(남성 420파운드, 여성 343파운드)로 증
가했다(채준호, 2005: 126).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시간제 근로자들 중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
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
문으로 분석됐다.81)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LGA와 지방정부 노동조합
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로 동일임금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우선 LGA와 노동조합 간 교섭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여성 근로자
들이 집중되어 있는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임금 인상폭을 평균 인상폭 보
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표 4-11 참조)과 지방정부 내 최저임금을 상승시
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남녀간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 LGA는 또한 동
일임금과 관련 연구과 정책개발을 통해 동일임금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보고서 발간, 권고안 시달, 동일임금 관련 정책 및 법원판례 분석 등을 통
해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LGA,
2016c).82) LGA와 노동조합의 성별 임금격차 노력의 결과 2016년 LGA가
실시한 ‘지방정부임금조사(Local Government Earnings Survey 2014/15)’
에 의하면 전일제와 시간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남녀간의 차이가 전혀 없
81) UNISON의 연구에 의하면 약 25%의 여성 노동자들이 단지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들의 업무가 여성의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책정된
다고 보고 있다(채준호, 2005: 127 재인용).
82) LGA에서 발간한 동일임금 관련 보고서로는 ‘Unblocking the route to equal pay in
local government’, ‘Equal pay: Case law developments’, ‘Code of practice on equal
pay’, ‘Employers’ e-guide no.2-A guide to the law on equal pa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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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 평균(median) 임금
전일제

시간제

전체평균

여성근로자

24,472

16,686

18,376

남성근로자

24,472

16,969

22,587

전체

24,272

16,755

19,733

여성근로자

25,440

17,207

19,108

남성근로자

25,760

17,637

23,798

전체

25,520

17,280

20,194

기본급

연봉 총액

자료 : LGA(2016c).

었다(LGA, 2016c).
마.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내 성과연동형 임금
체계 개편은 영국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각 지방정부별 별도의 임금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영국에서 역시 LGA를
중심으로 향후 임금체계 개편관련 다양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진행 중에 있다.
2015년 예산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 재무성장관은 중앙정부 국가공무
원에게 남아있는 전통적인 인금인상 방식(근속에 의한 자동적인 임금인
상 방식)을 청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LGA는 비록 이 같은 정책전환
이 지방정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각 회원 지방정부에 향후 성
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을 종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
다. 살펴보았듯이 LGA는 매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인력조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향후 임
금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353개 지방정
부에게 임금체계 관련 질문을 추가로 분석했다. LGA는 관련 분석결과와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별도의 보고서(Pay Progression in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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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방정부 임금인상 방식

자료 : LGA(2013: 4).

Government)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전체 지방정부 중 임금체계 개편을 최근 5년간 경험한 경우는 응답자
중 14%, 조만간 개편을 계획 중인 지방정부는 18%, 나머지 68%는 최근
임금체계 개편을 경험하지도 향후 개편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5년 임금체계 개편을 경험한 14%의 지방정부 중 57%는 최근 2년 간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임금체계 개편을 단행
한 지방정부 중 36%는 개인성과임금(individual performance related pay)
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금체계 개편을 단행한 지방정부에게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한 가
장 중요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성과 연계형 임금체계(21%), 공헌도 연계
형 임금체계(21%), 인건비 절감(14%), 단일지위협약(14%), 합리적 직급
체계 마련(14%), 노사관계 개선(7%), 역량 연계형 임금체계(7%) 등을 위
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당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직원들의 반발(20%), 노동조합의 반발(20%), 새로운
임금체계 운영에 있어 관리자의 역량부족(20%), 새로운 임금체계 설계의
어려움(10%),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10%), 성과평가의
기준 마련(10%), 미성숙한 성과관리 체계(10%) 등을 꼽았다. 조사에 응
답한 지방정부 중 다수는 여전히 임금체계 개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18% 정도 되며 개편을 단행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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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시 최근에 시행한 점을 미루어볼 때 추후 임금체계 개편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단행한 지방정부
들은 성과 연계형 임금체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전반적인 인건
비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LGA는 향후 임금체개 개편과 관련해 다
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동승급임금체계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인목표설정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만 승급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용자들은 항구적인
성과가 아니라도 일정시기의 성과가 높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성과금
(비포함 보수, non-consolidated pay) 지급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셋째, 저
성과자의 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는 투명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가 있고, 그 결과가 직원들의 교육개발 프로그램과 잘 연동
된 조직에서 가능할 것이다. 넷째, 평가지표는 직원들의 역량개발단계를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신입직원들에게
는 초기 4년간은 직무수행을 위한 발전과정을 더 비중 있게 평가하고 이
후 명확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끝으
로 지방정부 내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이 성과목표를 설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
분의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으며, 예를 들어 고객
만족에 대한 평가가 고객이나 직원들의 설문지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매
우 단순한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평가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직원들과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는 점, 성과 연계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앞서 효율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공공부문 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LAG 역시 관련 이슈에 천착하며 연구를 진행해 대
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볼 지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
체 조직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임금체계 방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각
지방정부에서 각각의 특성과 형편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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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관련 연구 자료를 축적해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LGA의 역할
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지금까지 영국 내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
다. 물론 영국 사례의 분석은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영국적 특성에서
유지․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의 한국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시도는 매우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례가 가지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영국 내 협회의 관리방식과 협회 간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간 지
원을 모색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인증관(CO)을 통해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단체로서 역할 하는 사업
협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인증관에 등록된 협회
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인증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협회의 재정상
황, 회원의 수, 집행부의 변화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신 일정
정도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사업협회는 운
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회원사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인증관 제도는 정부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도 도입을 고민함에 있
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인증관을 통해
정부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는 오히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내 협회 간 협업과 지원,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협회들의
협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협회포럼(TAF)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202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있을 것이다. 초기 일부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 TAF를 설립해 회원사 협회의 재정, 조직구조, 회원사 관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련 등에 있어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우리 역시 협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협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회 간 자체적인
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과거 협회
활동 개입을 통해 해당산업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관행
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CA는 전기공사산업 내 사업협회로서 고용시장, 임금, 자격심사, 교육,
노사관계와 관련해 의사결정의 주체, 서비스공급자, 규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특히 ECS는 해당 노동시장의 규제자로서 전국적
으로 적용되는 직급별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취업과 승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교육기관
운영하고 정부사업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
도 수행 중에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산업 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기업에 대한 충성도,
고용유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 내 고용조건
에 있어 혼란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기공사산업 내 채용과 이에 필요한 자격증 부여 역시 대부분 도제제도
를 통해 가능한데, 이 과정 중 ECA는 국가직업표준(NOS)을 작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산업 내 필요한 인력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 함
께 설립한 JTL을 통한 교육과 전기안전관리협회(ESF)와 설립한 교육기
관(Certsure)을 통해 산업 내 필요한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CA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
해 전기공사산업 내 종사자들에게 매우 우수한 개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직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의한 함
의는 ECA의 회원사들의 회원유지 조건 중 하나는 ECA 회원사가 하청을
활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다른 ECA 회원사의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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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JIB가 규정하는 고용관련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자영업 전기공(self-employed operatives)의 기간제 활용에
있어서도 파견노동과 유사한 기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ECA와 노
동조합이 전기공사산업 내 기간제나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제도
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내 지방정부협회
(LGA)의 활동과 역할 역시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우선 LGA
는 영국 지방정부 내 약 260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노동시장 내 규제자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직무평가 지원, 고위
관리직의 채용 지원 등 인사관리 정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해당 노동시장 내 의
사결정의 주체로서 지방정부 관련 각종 정부정책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LGA는 노동조합과 1997년 단일지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방정부 내 성
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직급의 추가적인 임금인상률 적용,
지방정부 내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결과
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국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성과 연계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있
어서도 전체 공공부문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정부별 지역 환경을 고려해 별도의 임금직급체계를 설계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LGA의 전문적인 자문․조정역할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특히 LGA가 임금체계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
과의 충분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에 앞서 공
정한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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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그간 국가중심성이 지배적
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적 노사관계의 관
행과 제도가 싹트며 진화하긴 했으나 노동조합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그것을 초기업수준에서의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것에는 인색하거나 아니
면 실패했다. 한국에 존재하는 노사관계는 사실상 기업별 노사관계를 의
미하며, 그러한 노사관계의 존재영역도 대기업과 공공부문 위주로 극히
부분화되어 있는(partialized) 상황이다. 그 외의 영역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정부에 의한 법집행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조직화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현실적 맥락에 기반을 둔 노동시
장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은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고용관계의 분화와 기업 간 거래관계의
불평등 심화, 그리고 저성장의 지속 등의 요인들은 현재의 고용체제의 지
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다양한 현안들, 에컨대, 청년고
용문제 해결, 임금격차 해소, 고령자들을 위한 가늘고 긴 고용질서 구축,
양적, 질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 여성고용률
의 증대와 M자형 커브의 극복 등을 위해서 기존의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구조가 갖는 사회통합상의 기능적 한계는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자
연스럽게 새로운 노동시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종래의 노사관계 행위자들로부터 그러한 대안을 찾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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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산별노조를 추구했던 조직노동(organized labor)조차 조합원
들의 기업별로 고착화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운동의 퇴조를 겪
고 있다. 노동의 이해대변에서뿐 아니라 산업과 자본의 이해대변의 측면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들과 사용자들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않고 있거나, 있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질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포괄적 이해조정(comprehensive interest coorrdination)’
이 필요하지만, 국가도 종래의 노사관계 행위자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
는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아 온 사업협
회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재구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해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기업들의 산업수준(industrylevel) 정책행위의 응집력 강화를 통해, 그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
할증대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부조응 상태에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법개정의 문제로만 환원을 하는 것이 유연하고 현실
적인 답을 찾는 데에 있어 한계가 크다고 보고, 보다 소프트(soft)한 방식
으로 고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
제로 한다.
분석결과, 일단 한국에서 산업과 노동의 문제해결과 질서회복을 자치
적(self-regulatory), 내지 공동규제적(co-regulatory) 방식을 통해 이행당
사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전망은 아직까지 그다지 크지 못함
을 확인했다. 여전히 국가주도의 거버넌스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협회
들의 역할에 대한 정의, 협회들의 존재방식 모두 부실하다. 협회들은 정
부로부터나 사회적으로나 그다지 신뢰받고 있지 못하며, 정책과 관련한
역량에 있어서도 그다지 크지 주목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그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은 미발전되어 있으며 그러한 발전의
가능성도 당장은 크지 않다. 즉, 공익적인 역할수행자로서 특히 노동시장
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공동규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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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들의 해결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전망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다지
밝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그들이 일정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맹아적으로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2장에서 분석했듯이 그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기능
수행은 ‘배제된 행위자’, ‘방치된 행위자’, ‘협치의 파트너’ 등의 스펙트럼
을 형성하고 있다. 현실에서 어떤 협회들의 상대적 모범체들이 옆에 혹은
다른 사업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NCS의 추구를 매
개로 막 출범한 ISC와 같은 플랫폼은 그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기능
강화의 매개가 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한국의 사업협회는 노동시장 정책행위자로서의 기능 중에서도 자
율규제자, 혹은 공동규제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이 확인되
었다. 향후 그러한 측면의 역할 증진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그것
을 위해 외국의 사례들은 의미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다. 강력한 협회의 위
상과 권력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협회가 노동시장 규제자로
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것의 진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일본 파견
업주협회(JSLA)의 모습은 제도적인 조건이 강하지 않아도 국가의 의지
와 협회의 자구적 필요를 동력으로 사업협회들이 노동시장의 공동규제자
로서 역할을 수행할 행위공간을 만들고 키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
여주기에 한국 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전망을 모색함에 있어 귀감
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국 전기산업협회(ECA)와 같은 곳이 노사관
계 행위자로서 공동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모는 업종별 협회가 교
섭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원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
정을 통하여 회원사의 근로자가 타사의 하청으로 고용이 되도록 하여 고
용조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산업 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켜간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사업협회들의 미래의 성장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인 상이다. 일본의 JSLA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하청노동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는 모습도 그와 유사하다. 특히
JSLA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일본의 노동조합 렌고(RENGO)와 공동선언을
하면서 자율규제에서 공동규제로 진화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5장 결 론 207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향후 사업협회가 공동규제자로서 역할을
증진해 감에 있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강화해 가는 방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SC의 경우 현재까지는 정책협의자(concertation
actor)로서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단순히 NCS
의 제도적 구축을 위한 것에만 그 목적을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 해당업
종 노동시장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공동규제의 영역으로 그들의 기능
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협회들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
으로 맡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SW사업협회는 일정하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섬유, 조선업 영역의 협회들 역시 노동시장과 관
련한 확장된 영역으로의 역할수행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엽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서
는 반드시 협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쇄신이 있어야 한다. 본
고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협회들은 제도적인 틀의 부실 속에서
거의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원할히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양상이다. 협회의 전수 규모가 어떠한지, 그들 가운데 산
업과 직업의 질서를 대표하여 노동시장의 조건을 조율을 통해 극복할 여
지와 자원을 지니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아무런 구분이 존
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주요 대규모 산업협회들의 경우 대기업이 재원을
대고, 정부의 경제관료가 퇴임 후 해당 협회의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으로 협회가 운영되어 왔던 역사의 연장에서 지금의 협회는 이어지고 있
다. 역사적으로 협회는 국가-재벌 간 연결고리의 ‘공식적인 매듭의 장’이
자 ‘정부 의지의 전달벨트’ 정도로 사고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즉자적으로 협회들을 활용
하고 상호 갑을관계 속에서 협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일종의
‘임의적 국가 코포라티즘(arbitrary state-corporatism)’이라고 볼 수 있으
나 그조차 무질서한 상황이다. 대부분 정부가 협회 위에 있고 협회가 그
에 종속된 관계에 있으나, 실지로 협회들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
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들을 그때그때 즉자적이고 상황필요적으로 활용
하는 양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회는 정부의 임의의
정책의지에 따라 부화뇌동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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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공식적인 갈등관계는 상상하기 어럽지만 협회들은 내부적으로일정
하게 정부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임의적 통제방식
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핵심적으로 지금처럼 개별 부처들이 관할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단위
가운데 하나로 협회들을 호명하면서, 사단법인과 같은 공식적인 지위성
의 부여를 놓고 해당부처의 임의적인 의지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영국의 인증관(CO)과 같이 협회들을
관할하는 통합적인 중앙기구를 두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
되 그것인 국가 코포라티즘적인 통제가 아니라 협회들의 목소리를 존중
하고 수평적인 조율기제들을 활성화시켜 가도록 유도해 가는 방식은 상
상할 수 없을까?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자율이 되도록 이끌 여지는 없
을까? 업종별 노동시장 질서의 새로운 민주적 규율을 조성해 감에 있어
서 기반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식으로 협회체제의 재구성은 불가
능할까? 이는 향후 보다 깊이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후속연
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나 공동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
장의 질서구축자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회에 대한 태도도 중
요하지만 협회들 스스로 그러한 의지를 갖고 내부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고에서 분류한바, 3개 유형의 행위자들
별로 각각 별도의 주문과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본고에서 살펴본바, 주로 서비스부문의 중저임금 영역의 직업단
체들의 경우 ‘배제된 행위자’들로 규정하였는데, 이들은 스스로 내적인 응
집력도 강하지 못하고 자원도 많지 못하다. 그러한 곳들인 만큼 노동조합
의 힘도 약하고 노동조건도 열악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당 영역의 노
동시장 전체를 정부가 법으로 이끌기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횡단적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일정하게 초사업장, 초기
업 수준의 이해조정의 관행을 발전시켜 내는 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상당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거나 특
수고용의 관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전통적인 산업영역에서 노동조
합 중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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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수 있다. 오히려 직업단체들이 일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자율적 혹은 공동의 규제자로서 노동시장의 질서도모를 취하도록 나아가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서비스의 질 개선, 생산성의 증진 모두에 기여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방치된 행위자’로 분류한 대규모 산업영역에서의
협회는 주로 산업정책에만 자신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러한 관심을 노동시장에도 두어갈 필요가 있다. 향후 4차산업혁명 등의
거대한 산업질서 변화는 노동의 변화, 고용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바, 그
것을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맞이할 주체는 바로 기업들과 그 연합체들
이다. 산업의 뒷면에는 항상 인력이 존재한다. 고용정책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행위자가 고용을, 고용행위자가 산업을
염두에 두면서 고용확장의 새로운 공간, 고용증진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
내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협회들은 고용에 대한 관심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정책행위
를 촉진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이 영역은 고용조건상 대
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하
나의 산업 내에서 중소하청업체와 대기업간의 집단적인 조율과 원리의
모색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협치의 파트너’로 분류한 SW산업협회와 같은 곳을 잘 살펴보
면, 전통적인 산업의 영역도 아니고, 분화된 중숙련 종사자들의 직업집단
도 아닌 영역이다. 전자가 산업부에 속하고 후자가 복지부에 속해 있는
반면 이곳은 미래부에 속해 있는 점도 다르다. 특히 수평적, 수직적으로
노동시장의 분화가 심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산업과 노동의 질서를 찾기
가 작업이 상당히 절실한 영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질과 원활
한 수급이 해당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영역에 비해 상당히 높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역의 의미가 크다. 이러한 구조적, 산업성격
상 본원적 조건들은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기능의 발전에 친
화적이다. 그렇지만 해당협회 내부의 리더십과 자원안배가 없었다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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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존에 노사관계의 행위자로서 간주하지 않아 온 우
리나라의 다양한 사업협회 조직체들을 노동시장행위자로 명명하면서 그
특성들을 들여다 보고 향후 노사관계 행위자로서의 주체화 가능성을 타
진해 본 것이다. 산업과 고용을 연계시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오래되었음에도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산업계 스스로도
그렇고 노사관계의 주체들이나 연구자들 모두 거버넌스에 대한 상을 본
격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
만 분명 그러한 방향으로의 새로운 정책상상력과 대안 모색에 있어서 하
나의 물꼬를 트는 작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그런 만큼 향후 연관된
후속연구들이 보다 확장되어 나올 필요가 있고, 사업별 특성과 주체의 특
성, 그리고 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맞춘 대안적 거버넌스들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협회들
에 대한 포괄적인 양적조사를 하지 못하여 아직도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이다. 협회가 매우 발전한 최선진국 독일과 같은 나라의 양상을 분석
에 넣지 못하여 이상적인 발전태의 높은 지점에 대한 상을 포착해 내지
못하였다. 다만 프랑스에 대한 접근이 일부 이루어져고 이에 대한 정리가
진행된 상태라 이를 보론으로 소개하였다. 영국과 일본에 대한 분석과 한
국에 비한 분석 모두 일관된 분석틀을 견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도 지적받을 만하다. 또 협회의 중앙에서의 모습과 지역에서의 존재
방식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으로까지 그 분석의 영
역을 확대시키지 못하였다. 사례대상별 유형화 역시 아직은 시론적이고
가설적인 유형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고
용체제의 구축과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매진하는 정책관계자
들, 연구자들 및 노사관계 주체들의 숨겨 두었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
운 답을 찾는 길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념의 비엄밀성
과 사실의 부정확성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몫이
며 독자들의 관심과 질정을 통해서 극복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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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으로 프랑스의 사업협회, 직업단체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면모
들에 대해 일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프랑스에서 새롭게 협회
/단체의 노동시장 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 공간이 형성되어져 가는 양상
을 종래의 단체교섭의 한계를 비추면서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에게 시사
점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로 3개 기관들을 조명해 본다. 그들은 각
각 통합과 자격을 위한 고용주연합(groupement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 GEIQ), 국가 근로조건개선기구(Agence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u travail : ANACT), 그리고 프랑스사회적
경제고용주연맹(Union de l'Economie Sociale : UDES) 등이다. 이들에 대
한 깊은 분석은 후속작업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들의 핵심적인 특성
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
겠다.

1. 협회/단체의 노동시장 정책행위 공간
프랑스 정부는 2015년 국가평의회(Conseil d’Etat) 사회부문 위원장인
Jean-Denis Combrexelle로 하여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 협상을 분
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보고서
에는 프랑스 단체협상틀 분석과 문제점이 담겨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
날 프랑스의 단체협상 구조는 강화된 국가 개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구조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기존 구조가 아닌 새로운 구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사업협회 및 직업
단체를 통해 노동 및 고용관련 문제점 해결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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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관
주지하듯이 프랑스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가(ETAT)
의 역할 혹은 개입이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프랑
스 혁명을 거치면서 공화국(REPUBLIC) 전통과 더해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정부의 개입이 강한 나라로 평가된다. 하
지만 Jean-Denis Combrexelle는 노사관계에 있어 이러한 평가가 최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실제로 노사간 단체 협상에 의해 많
은 것들이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Combrexelle, 2015: 19)
프랑스의 단체협상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부
문(branche)에서 이루어지는 협상들이다. 부문에서는 부문별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이 모여 최저임금, 훈련, 자격, 산재 등 주로 노동자들에 대한 최
소한 사회적 보장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프랑스 임금노동자 중 95%
는 최소한 하나의 부문별 협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 배경에는 부문별 협약이 협
약에 서명한 노조들에 가입한 노동자들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해당 부문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또
한 다수의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다부문 간(interbranche) 협상도 이루어진다(Combrexelle, 2015: 20).
다른 하나의 협상 형태는 기업 수준에서 발견된다. 기업 수준의 협상은
1982년 법(소위 Auroux 법)에 의해 강제되었다. 동 법은 기업수준에서
매년 실질임금 및 실질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조정 등에 대한 협상을 강제
화함으로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약 절반에 가까운 임금노
동자들이 기업수준의 협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Combrexelle, 2015: 20).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하면 프랑스 노사 단체협상 구조 틀은 가장 상부
의 법령, 그 아래 부문간 협상, 다음으로 부문별 협상, 다음으로 기업별 협
상, 맨 아래에는 개인별 노동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
단계의 협상 및 협약은 그것이 임금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사항이라는 조건
하에서 위에 대해 결정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ombrexelle,
2015: 20). 이러한 양상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표현하면 [그림 X-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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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X-1] 프랑스 노사 단체협상 및 협약 구조

자료 : 필자 작성.

나. 강화된 국가 개입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의 개입 정도가 강한 나라이며 이에 따라 노사 단체협상 틀의 특징도 국
가와 관련되어 분석될 수 있다. Combrexelle는 이렇게 노사간 단체협상
에 개입하는 프랑스 정부의 모습을 ‘교통통제자(Bison futé)’로 표현한다
(Combrexelle, 2015: 20).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관으로서 관련
주체들에게 신호를 줌으로서 진행 여부 및 방향과 속도를 정하여줌으로
써 원활한 교통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이다.
국가(특히 중앙정부 노동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
째는 지원과 동반으로 부문별 수준과 기업별 수준에서 발견된다. 부문별
수준에서는 국가는 노사정 3자 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을 통해 동반 및 지
원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별 수준에서는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기업경쟁
소비노동고용사무소(Direccte)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종종, 국가는
직접 기업별 수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프랑스 정부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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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체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단체협상을 요구하
였다.
두 번째는 경찰관 역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문별 협약이 주어진 법령
을 준수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프랑스 노동부가 전국
단체협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확장된 규칙의 준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징벌적 의미를 가진 역할이다. 2010년대 프랑스 노동부가 기
업내 협상 및 협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성평등, 노령자고용, 세대간 계약
등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일정 수준(인건비 총액의 1%)의
기여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다. 최근의 난제들
위에서 설명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노사협상 구조 및 운용 현황은 노동 및
고용관련 현안 문제들의 적극적인 해결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Combrexelle
가 지적하는, 관련 주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과거 소위 ‘잘 나가던 시절’처럼 주고 받을 거리가 부족하다. 단
체협상은 당사자들간 주고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최근 모습은 주고
받을 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과연, 단체 협상이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노조 그 자체이다. 단체협상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데, 과연 노조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새로운 세대인 청년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노조의
노쇠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희생’을 의미했던 과거 노조 모습과 다
른 젊은 사람들의 직업적 경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번째 어려움은 기업, 노동자 및 대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프랑스 관
련 제도의 ‘복잡성’이다. 프랑스 노동법 및 고용의 특수성이 강하여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변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상자들이 특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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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어려움은 ‘신뢰’의 부족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적 위기
는 사회적 당사자들 간 최소한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불신에 기초한 상호행위를 야기시키고 있다(Combrexelle, 2015:
39〜41).

2. 통합과 자격을 위한 고용주연합(groupement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 GEIQ)83) 사례
가. 고용주연합(GE)
프랑스의 고용주 연합은 혼자 힘으로 고용을 하기 어려운 고용주들이
그룹을 만들어 함께 직원을 고용하는 제도이다(노동법 L. 1253-19 à L.
253-23). 고용주연합은 협회 또는 조합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2007년 9
월 7일자 2007-1323 법에 의한 규정하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경우라
면, 협동조합 형태를 가진 고용주연합은 조합원 이익 증대를 위해 연합활
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연합의 목표는 구성 사업체가 공동으로 한 명 혹은 다수의 근로
자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고용주 연합은 구성 사업체들의 고용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도움
을 줄 수 있다.
고용주연합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연합과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을 맺어
야 하며, 계약서는 고용조건, 보상, 자격, 잠재적 이용 사업체들의 명단,
근로 장소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보상, 이익배분, 참여 등에 관
하여 고용주연합과 사업체의 기존 근로자들 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주연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주연합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근
83) http://travail-emploi.gouv.fr/emploi/inserer-dans-l-emploi/insertion-par-l-activiteeconomique/article/l-embauche-par-un-groupement-d-employeurs.
http://www.lesgeiq.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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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의 노동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지만,
이 제도는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의 여러 사업체에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
수 고용주 제도는 지역 노동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해당 그룹 내에 속해 있는 여러 명의 고용주들과 관계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다기능성을 훈련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다양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첫
째, 사업체가 고용하고 싶은 실력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고용주
들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직능을 가진 근로자(고급 기술자, 회계원 등)가 자신에 맞는 시간만
큼 시간제 근로를 원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해고가 불가피하였던 근로자를 이 제도를 통해 다른 사업체들과 같이 해
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계절별로 불규칙하게 고용이
되는 근로자인 경우, 계절별로 역할을 달리하는 연중 고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고용주는 시기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규모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주 연합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의 장점은 첫째, 언제나 필요할 때 검증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사업체에서 쌓은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
다는 점인데 특히 계절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한 노
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고용에 따르는 추가적인 임금과
관리 비용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만큼만 부담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고용을 할 때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고용주 그룹을 통해 고용과 인적
자원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고용주연합을 통해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도 장점이 있다. 첫째,
이 제도는 여러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하지만, 계약상으로 한 고용주에
게 고용되어 있음으로 인해 사회보장, 노동 조직 및 노사관계에 있어 보
다 간편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둘째, 문서화되어 있고 관계되는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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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단이 적혀 있는 단 하나의 고용 계약서를 가지게 된다. 셋째, 단체협
약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넷째, 고용주 그룹과 단체적으로 협상을 함으
로써 개별적 고용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가질 수 있
다. 다섯째, 고용주 그룹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고용주 그룹 중 한 사업체의 도산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전과 동일
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위 구조에 따른 상세한 운영 방법을 A 지역내 전자부품산업을 예를 들
어 설명해 보자. 지역내 사업체 1, 2, 3은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조금씩 있
지만, 풀타임으로 1명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1, 2, 3 등
지역내 전자부품사업체들이 가칭 ‘A 지역 전자부품사업체 고용주연합’을
구성하고 이 연합이 1명의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고용주연합은 이 노동자를 가입한 사업체 1,2,3 등의 노동수요(예를 들
어 1 사업체는 16시간, 2 사업체는 12, 3 사업체는 8시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사업체별 근로시간과 총 근로시간을 구성한다. 여기에 인근 교
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내 추가할 수 있다. 이를 그
림으로 표현하면 위의 [그림 X-2]와 같다.
[그림 X-2] 프랑스 고용주연합 구조도 : 전자부품산업 사례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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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의 지원과 통합과 자격을 위한 고용주연합(GEIQ)
프랑스는 특정 자격을 갖춘 고용주 그룹에 대해서는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할 때 국가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3월 5일자 법(노동법L1253-1)
과 2015년 8월 17일자 행정명령 n 2015-998에 의해 법제화된 GEIQ를 통
해 학교를 마치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
려움을 겪는 16세부터 25세까지 청년들, 혹은 45세 이상 중고령자로서 오
랫동안 구직을 하고 있는 장기 실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는(각 지자체) 직업화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을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직업세계로 진입과 통합을 위한 동반지원에 대해 지원
한다. ‘통합과 자격획득을 위한 다수 고용주(groupement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GEIQ) 인증을 받은 고용주 그룹에 대
해 위의 고용대상을 고용할 때 연간 각 동반지원에 대해 814유로(약 110
만 원)의 지원금 지급, 일부 사회보장금 면제, 교육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
어진다.
이 과정은 6～24개월 기간 동안 통합계약 혹은 대안적 계약 형태로 이
루어지며, 기간 동안 동반지원, 훈련 등이 병행된다. 이 과정이 종료된 후
각 고용주는 자발적 결정을 통해 해당 노동자의 고용을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3월 1일현재 프랑스 전역 11개 산업, 20개 분야에서 161개 GEIQ
가 활동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GEIQ를 대상으로 할
때, 2014년 5,966개 고용 계약(6～24개월의 통합계약 혹은 대안계약)을 통
해 5,655명이 고용되었으며, 5,431개 사업체가 가입하였다. 이런 고용을
통한 총 노동시간은 5,330,000 시간이었으며. 전체 고용 중 78%가 우선고
용대상 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들의 고용을 위해 282,750시간의 동반지원이 시행되었으며, 1,560,000
시간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GEIQ를 통해 고용된 인원 중 69%는 계약 이
후 고용으로 재진입하였으며 82%가 자격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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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근로조건개선 기구(Agence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u travail : ANACT) 사례
1973년 설립된 국가근로조건개선기구 ‘아낙트(ANACT)’는 노동법에
의해 규정된 노동부 산하기구로서 근로조건개선과 관련된 연구진흥과 프
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관장하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기구이다. 아낙
트는 공적자금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운영은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운영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기구에는 인체공학자, 엔지니어,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경역학자 등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 현장 경험이 있
는 76명의 근로조건관련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연간 예
산은 14,900,000유로이다. 1982년부터 프랑스 각 지역에 소재한 26개의 지
방조직(지역근로조건개선협회, Association rgionale pou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u travail : ARACT)과 협력을 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주로 중소기업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지방조직인 지역근로조건
개선협회들 역시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지방정
부의 지원금과 관련 재원으로 운영이 된다(ANNE-SOPHIE BRUNO 외,
2014).84)
ANACT의 존재 목적은 사업체의 주체들(노, 사)과 함께 노동의 조직
화(work organization)를 통해 근로조건개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 ANACT에 부여된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정된다. 첫 번
째는 근로조건개선과 노동조직화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동조직방
법 및 도구들을 노사와 함께 계발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
한 방법 및 도구들을 다른 사업체들에게 확산시키는 영역이다. 이러한 확
산은 직업적 위험 예방 및 사회적대화와 노동조직화 영역에서도 이루어
진다. 세 번째는 사전 대비로 근로조건개선과 관련하여 감시, 연구, 전망
등을 통해 향후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다. ANACT는 위의 임무를 노동조
직, 사회적대화, 개인계발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한다. 노동조직은 근
로조건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회적대화는 근로조건 변화를
84) Une fabrique française de transformationdes conditions de travail L “Agence
nationale pour l” 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Anact), 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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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X-1> 노동조직방법 및 도구 계발 사례(예시)
주제

협력기관

Aract

기간

고용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직업
적 남용 방지

CnamTS, Cnav

5

2016-20

개인서비스업종 근로조건개선과 위험예방

CnamTS, Cnav

5

2016-20

파견직 근로조건개선 및 예방을 위해
말하게 하기

OPPBTP

1

2016-17

식품분야노동생애질 개선

농림부, Opcalim,
Opcalia

22

2015-17

건설/임업: ‘근로조건이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지역균형위원회

6

2015-17

원격노동

보건복지부

6

2014-16

자료 : 필자 작성.

완수하는 조건이며, 개인계발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소이다(ANACT,
2014).
ANACT는 2014～15년 주요 임무 중 첫 번째인 노동조직방법 및 도구
계발 및 제안과 관련하여 주요한 주제 및 협력기구, 참여한 Aract 수는
아래의 <표 X-1>과 같다(ANACT 2016).

4. 프랑스사회적경제 고용주연맹(Union de l'Economie Sociale :
UDES) 사례
프랑스사회적경제 고용주연맹(UDES)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고용
주들의 단체이다. 연맹은 사회적 정책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와 대화를
하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된다. 또한 연맹은 전국적 단위의 다직종을
대표하는 고용주단체로서 국가적 수준의 직종간 대화에 참여하는 대표체
이며 국가수준직종간협약관련 법률개정시 공권력이 의견을 구해야 하는
지위를 가진다.
2016년 현재 UDES에 가입한 사업체 수는 70,000여 개이며 이에 속한
노동자들은 약 1,000,000명이다. 프랑스 전체 사회연대경제 사업체 중 80%
에 이르는 사업체들이 가입해 있다. UDES는 25개의 사업주 연합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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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분야와 13개 지역을 포함한다.
UDES는 1994년 창립되었으며, 당시 설립 목적은 협회, 상호부조, 협동
조합 등의 노동자들의 필요와 자격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2001년
연맹의 목표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연맹이 고용주 연합 및 단체들의
대표가 되어 고용, 직업훈련, 단체협상에 관련된 법제도 구축에 대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014년 3월 5일 직업훈련과 고용 및
사회적 민주주의 법안에 의해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
자 역할을 부여받았다.
UDES는 MEDEF(기업연합), CGPME(중소기업연합), UPA(장인연합),
FNSEA(농업), UNAPL(자유직업) 등과 함께 국가 수준 노사협상에 참가
하는 고용주 단체이다. 이 중 MEDEF(기업연합), CGPME(중소기업연합),
UPA(장인연합)는 직종간 대표체로 직접 노동자 단체와 협상을 수행하지
만, UDES, FNSEA(농업), UNAPL(자유직업)은 다직종 대표체로 국가
수준의 노사협약 체결시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하는 단체이다.
이러한 UDES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내 사용자단체들 간 연합의 임무이다. 이의 완수를 위해 사용자단체들 간
소통, 협력, 공동행동 등의 장을 제공한다. 두 번째, 공통적 이해를 위해
가입단체 및 사업체들의 필요 및 관심사들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세 번
째, 공공에 대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회연대경제내 활동하
는 고용주들을 대표하여 대표자를 선발하고 사회적 협력자 역할을 수행
하여 일반적인 경제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제고하
는 것이다. 네 번째, 사회연대경제내 다직종간 단체협상에 참여하여 협상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위의 임무들은 다수의 기능을 통해 달성된다. UDES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관계, 지역, 대외협력, 행정 및 사무이다. 이
중 사회적 관계 부문은 다시 사회적 대화, 노사협상, 사회적 사무, 고용/
직훈, 사회보장 및 보건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UDES는 고용, 교육 및 훈련, 보건, 경제,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위원회 및 협의체에 대표자를 참여
시키고 있다. 주요한 사례로 CNEFOP(국가 고용 및 직업훈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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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E(경제, 사회환경위원회), COE(고용조향위원회), CNEE(국가 교육경
제위원회), CNSP(공공서비스위원회) 등이 있다.

5. 시사점
이상과 같이 살펴본 프랑스의 흥미로운 3개 기관 사례들은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향후 보
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는 지역별, 업종별 중소 사업체들의 자발적 고용 창출 및 유지 노
력과 국가의 지원이 있는 점이다. 그러한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GEIQ와
같은 조직은 자발성에 기반한 높은 재고용률과 자격획득률을 보인다 .
둘째는 지역의 자발적 협회 성격의 요구를 전국단위에서 구성, 조정하
는 것이다. ANACT의 전국단위의 과제 추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고용노동시장 참여를 포함하는 사용자 단
체의 조직 및 운영이다. UDES가 노동자 권리 보호로부터 출발했다가, 이
를 포함하는 고용주 협회로 발전하였고, 이제 국가 수준 노사협상에 사용
자단체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양상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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